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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전체 기억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기반으로 경기장 내 A보드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함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과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에 간섭과제 유무로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이에 따른 경

기장 A보드 광고 효과를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

다. 이러한 분리된 측정을 통해 두 기억 간에 독립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러나 명시적 기억을 완성시키는 의식적인 형태의 처리가 암묵적 기억 수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암묵적 기억을 수행하는 무의식적인 형태의 처리

가 명시적 기억 수행에 영향을 미쳐 오염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하여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을 통해 정확한 의식적인 통제

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를 측정하여 두 기억의 독립적인 분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광고 노출을 위해 영상을 제작되었다. 영상은 기존 일본 2군 야

구 경기 영상의 안타, 홈런 등의 장면을 총 10개 클립으로 편집하고 각 클

립별로 타석 뒤 A보드에 광고를 삽입하여 노출되도록 제작하였다. 총 240명

의 연구 대상자는 독립변인인 주의 정도(높음/낮음)와 간섭 과제(유/무) 그리

고 종속변인인 기억검사(명시적/암묵적/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에 따른 12가지의 상황에 무선 할당되었다. 이 가운데 지시를 제대로 따르

지 않은 응답 17개는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총 223개의 수집된 자료는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 t-test,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시적 기억은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광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사이 간섭과제 유무에 따라서도 간섭과제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낮

게 나타났다. 또한, 주의정도와 간섭과제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암묵적 기억은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과 광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사이 간섭과제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이 유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주의정도와 간섭과제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를 통해 측정되는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명시적 기억과 동일하게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가 낮은 

집단이, 그리고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에 간섭과제가 있는 집단이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주의정도와 간섭과제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암묵적 기억과 동일하게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에 간섭과제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주의정도와 간섭과제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경기장 A보드 광고, 스포츠 스폰서십, 암묵적 기억, 명시적 기억, 

무의식적 광고,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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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소비자가 구매상황에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는 소비자들

이 이전에 접한 광고의 영향을 받게 된다(Shapiro et al, 2001). 실제로 많

은 기업들은 광고로 인한 효과로 인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광고 증가에 

따른 광고 혼잡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광고를 유용한 정보로 보지 않고 무심

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광고는 소비자에게 영향

을 미쳐 구매할 제품을 선택할 때 영향을 준다(김지호 외, 2007). 

  경기장 내 광고도 마찬가지이다. 스포츠가 더욱 가치 있는 콘텐츠로 발돋

움함에 따라 스포츠를 활용한 경기장 광고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는 기존 일반광고에서 발생한 회피 현상을 막을 수 있고(Danaher, 1995), 

스포츠의 긍정적인 면과 부합하여 브랜드에 대한 공익성, 신뢰도, 인지도 제

고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강대승, 2004). 이처럼 경기장 내에

서 광고를 접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광고보다 경기내용 또는 선수에 주

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광고를 유용한 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시각적 주의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

적으로 처리되는 광고 형태이다(김지호 외, 2007). 이처럼 일반 TV광고와 

달리 광고를 받아들이는 방식 등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보이지만 측정할만

한 데이터 부재로 TV광고에서 사용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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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에는 경기장 내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데 일반 광고와 동일하게 측정

되어 미디어 노출 기반이나 광고 단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진전된 형태

의 측정으로 추적 방법(tracking methods)이 있지만 이 또한 설문을 통해 

의식적인 수준에서 광고 효과로 발생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친

숙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기장 내 광고 효과가 올바르게 측정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경

기장 내 광고는 일반광고와 받아들이는 방식과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름

으로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와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측정 이외에 차별적인 

방법을 통한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

  더욱 진전된 형태의 측정 방법으로 기억을 기반으로 한 광고 효과 측정이 

있으며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Alba et al, 1991; 최낙환 외, 2004). 그러나 

이 역시 기억의 일반적인 정의인 의식적 재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Jacoby, 1991). 즉, 명시적 기억에 집중되었으며 전체적인 기억 탐색을 

통한 광고 효과 측정이 부족한 실정이다(Duke et al, 1994; Krishnan et 

al, 1993; shapiro et al, 2001). 그러나 의식적인 노력과 경험 없이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암묵적 기억이(Jacoby, 1991) 전체 기억 탐색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소비자의 구매 상황에서 나타나 소비자의 행동적 

요인(behavioral dispositions)과 가까우며,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

억 형태로 명시적 기억 보다 명확한 판단 효과를 이루어 낸다는 점

(Krishnan et al, 1999)에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기존 

마케팅 분야에서 명시적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한계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Schacter, 1987) 암묵적 기억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Shapiro et al, 2001).  



- 3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억을 기반으로 경기장 내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

어 한 가지 기억 탐색(명시적)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기억 탐색(명시적 기억, 암묵적 기억)을 

고려하여 경기장 내 광고 효과를 측정 하여 경기장 광고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분리된 측정을 통해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의 차이를 통해 기억의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

다. 또한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을 통한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의 값을 측정하여 기억의 분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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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스폰서십과 무의식적 정보처리(unconscious processing)

1) 스포츠 스폰서십과 효과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구매를 유도한다(이성구, 1999). 광고 효과는 소비자가 광고

를 인지, 회상하여 기업 브랜드나 기업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의 반응이 형성

되는 것을 의미한다(양걸 외, 2005). 

   스포츠가 점차 가치 있는 콘텐츠로 진화함에 따라 스포츠를 기업의 브랜

드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미디어(media)로 보기 위한 기업의 수가 

급증하였다. 즉, 기업이 스포츠를 자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품을 홍보하

는 기회로 여기는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정영남, 2008). 스포츠를 통

해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스포츠 스폰서십을 들 

수 있다. 스포츠 스폰서십은 기업이 스포츠 대회에 들어가는 전체 또는 일부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후원하는 대가로 대회 명을 사용

하거나 대회를 후원한다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김정

만 외, 2009). 스포츠 스폰서십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벽(방송법, 언론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동철, 1997). 둘째, 기존 일반 방송 중간광고에 나오는 광고

는 시청자들에게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회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피할 방법이 없다(서남원, 1997). 즉, 기존 전통적인 일반 광고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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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었던 광고 회피 현상인 채널을 변경하는 재핑현상(zapping) 막을 수 있

다(Danaher, 1995). 셋째,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광고 수단으로 투자한 

비용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김정만, 2005). 이는 스포츠가 가진 긍

정적인 면이 작용되어 공익성, 신뢰도, 인지도 제고와 향상에 크게 도움 되

고(강대승, 2004), 일반 광고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

문이다(김정만 외, 2009).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

해 기업은 이미지 창출과 강화, 상품판매 증가를 통한 이익 창출, 효과적인 

미디어 노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스포츠 스폰서십은 스폰하는 대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스포츠 선수 및 팀에 대한 스폰서십, 둘째, 스포츠 대회에 대한 스폰

서십, 셋째, 스포츠 단체 및 협회에 대한 스폰서십이다(송해룡, 1997). 여기

서 스포츠 대회에 대한 스폰서십은 권리와 혜택에 따라서 타이틀 스폰서와 

일반 스폰서로 분류 된다(김용만 외, 2000). 여기서 일반 스폰서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경기장 광고와 선수 유니폼 광고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대회의 스폰서가 되면 경기 중에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중 또는 TV를 통해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노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회 주최 측이 

스폰서들에게 해당 대회를 통해 광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

기 때문이다. 즉, 특정 이벤트에 스폰서의 이름을 삽입하거나 스폰서의 권리

를 가지고 광고판을 설치하여 경기나 선수가 방송 보도될 때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Mullin, 1983). 다음은 스포츠 대회에 대한 스폰서십인 타

이틀 스폰서와 일반 스폰서의 대표적인 종류(경기장 광고, 유니폼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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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스폰서

  타이틀 스폰서십은 스포츠와 관련 되지 않은 기업이 스포츠 대회에 재정

적으로 후원하여 행사 타이틀 사용권을 얻는 것이다(Grey et al, 1999). 대

회 타이틀에 기업의 브랜드 혹은 상품명을 같이 노출시켜 각종 매체에서 대

회를 알릴 때마다 기업의 이름을 노출시킬 수 있어 일반 스폰서에 비해 높

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Danylchuk, 2000). 또한 기업은 타이틀 스폰서

를 통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이용해 기업의 공

익성을 강조하여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Javalgi et al, 1994).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드링크 기업인 레드불은 F1, 스케이트보드 등과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에너지드링크에 맞게 

기업의 이미지를 혈기와 열정 등으로 정립하는데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식품회사 팔도가 2012년 국내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맡

음으로 건강한 기업 이미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13년 국내 프로야구를 

후원 기업인 한국야쿠르트는 역시 역대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중 가장 큰 

금액을 후원 하였지만 노출 효과로 인한 기업 인지도 향상과 신뢰도 제고로 

투자 대비 더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스포츠조선, 2012). 

  다음은 국내 프로리그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프로야구의 역

대 타이틀 스폰서 기업명과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정정희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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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스폰서 금액 명칭

2000년 삼성증권 30억 원 삼성 Fn.com배 2000 프로야구

2001년 삼성증권 35억 원 삼성 Fn.com배 2001 프로야구

2002-2004년 삼성증권 3년간 100억 원

삼성증권배 2002 프로야구

삼성증권배 2003 프로야구

삼성증권배 2004 프로야구

2005-2008년 삼성전자 연간 45억 원 내외

삼성 PAVV 2005 프로야구

삼성 PAVV 2006 프로야구

삼성 PAVV 2007 프로야구

삼성 PAVV 2008 프로야구

2009-2010년 CJ 인터넷 연간 35억 원 내외
CJ 마구마구 2009 프로야구

CJ 마구마구 2010 프로야구

2011년 롯데카드 50억 원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2012년 팔도 53억 원 2012 팔도 프로야구

2013년 한국야쿠르트 53억 원+a 2013 7even 프로야구

표 1. 프로야구 역대 타이틀 스폰서

 

- 경기장 광고

  경기장 광고는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형태에는 A보드 광고, 롤링보드와 전광판 광고가 있다. 국내에서는 스포츠가 

상업화되기 시작하고 프로 스포츠가 발전하면서부터 경기장 보드 광고로 광

고 효과를 보려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보드 광고는 경기장 내부에 있지

만 TV 노출과 각종 인쇄 매체 또는 인터넷에 제공되는 사진이 기록으로 남

게 되어 기업의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어 인지도 제고에 큰 

효과를 주는 매우 효과적인 광고 기법이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보드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크게 기대한다(Mullin, 2002; 권욱동, 2004; 양걸 

외 2005; 정정희 외, 2012). 

  A-보드 광고는 경기장 주변에 띠처럼 둘러놓은 사다리꼴 모양의 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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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동이 없는 고정식이다. 축구 경기장의 경우 1m × 5.5m로 사

이드라인과 앤드라인을 따라 설치된다(최희동, 2008). 롤링 보드는 A보드 광

고와 달리 스폰서 광고가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하여 롤링을 하여 이루어지

는 광고이다. 이러한 롤링보드 광고는 여러 가지 광고를 유치할 수 있어 A

보드 광고를 롤링 보드로 교체하는 추세이다(최희동, 2008). (김용만, 1996; 

권욱동, 2004; 양걸 외 2005).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Slow motion, 

replay 등과 같은 발전된 방송기술을 통해 더욱 높은 광고 효과를 낸다(최희

동, 2008). 성공적인 A보드 광고의 예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코카콜

라를 들 수 있다. 남아공 월드컵에 첫 도입된 LED A-보드(경기장을 둘러싼 

발광 광고판) 미디어 노출 효과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식 후원하는 

6곳 가운데 코카콜라가 노출빈도(26회)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보았다(스포츠경

향, 2010). 이를 통해 젊음을 상징하고 역동적인 글로벌 선두 기업이라는 이

미지를 구축하고 기업 인지도와 선호도까지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이

승종, 2012). 그러나 A-보드 광고의 경우는 경기의 흐름에 따라 카메라 이

동이 다르기 때문에 노출에 많은 변수가 따른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경기장 

A보드 광고판 가운데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명당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이투데이, 2013). 다음은 야구, 

축구, 배구별 A보드 광고 선호 위치이다.1)

     종목

 순위
야구 축구 배구

1위 포수 뒤 롤링 A보드 광고판 본부석 정면 A보드 광고판 어택라인의 바닥광고

2위 외야 펜스 광고판 골대 양쪽 90도 광고 심판 뒤쪽 롤링 A보드

표 2. 경기장 A보드 광고 선호 위치

  

1) 이투데이. 2013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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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광고는 스폰서 기업이 현장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 10-15초 내외의 

광고를 하는 것이다. 경기장 관중에게 노출될 뿐 만 아니라 경기 중계 시 전

광판을 비춰 줄 때 노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광판 광고는 육상처럼 

수시로 기록이 게시되는 경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김용만, 2002). 

- 선수 유니폼 광고

선수 유니폼 광고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입은 유니폼으로 일반적으

로 가슴 부분에 기업 로고를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유니폼 광고를 

하려는 스폰서 기업이 증가하여 양팔이나 유니폼 뒷부분, 양말에 까지 확대

하였다(이승종, 2012).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로고가 시청자들의 시선에 부각

되기를 원하며, 선수 유니폼은 스포츠 경기를 보는 관람자 또는 시청자인 팬들

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경기 흐름이나 선수의 움직임에서 가장 밀접하게 광고

할 수 있어 눈에 띄는 효과를 보는 광고 매체 라고 할 수 있다(이승종, 2012).

  한 예로 삼성전자가 2005년부터 첼시를 후원하기 시작하여 유럽에서 매출

이 2배 이상 뛰어오른 것을 들 수 있다. 삼성은 2011-12 유럽축구연맹 챔피

언스리그에서 첼시가 우승하면서 첼시 선수들의 유니폼에 박힌 삼성 로고가 

전 세계 1억 2000만 명 이상의 첼시 팬들에 각인되었다. 삼성전자가 첼시에 

대략 연간 200억 원을 후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첼시를 후원하면서 얻는 

마케팅 효과는 투자 이상의 가치를 지녔고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은 성공

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영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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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장 A보드 광고의 정보처리 상황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대회 스폰서십을 통해 효과를 보려는 기업의 수

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많은 양의 대회 스폰서들을 정확하

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포함해 소비자의 주의를 끄

는데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Stotlar, 1993). 그러나 이

는 일반광고와 다르게 소비자들에게 인식된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그 이유

는 경기 관람자 또는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가능하지만 경기 내

용이나 선수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주의는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이와 같이 주의가 제한되고 의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광고

들은 무의식적(unconscious)으로 노출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각적 주의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광고를 

말한다(김지호 외, 2007). 대부분의 대회 스폰서십은 무의식적인 처리가 반

영된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먼저 타이틀 스폰서십은 무의식적 처리과정

(unconscious processing)을 통해 스포츠 경기에서 기업명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인지되어 소비자들은 경기 내용과 선수에 집중하였지만 주요 대회

와 스폰서 기업의 이미지를 매칭하게 된다(하제현, 2009). 선수 유니폼 광고 

역시 소비자들이 크게 주의 집중하지 않지만 무의식적 처리과정

(unconscious processing)을 통해 인식되게 된다. 특히, 선수 유니폼은 경

기 흐름과 선수 플레이에 주의 집중하는 관중 또는 시청자의 시선에서 가장 

밀접하게 광고 할 수 있는 훌륭한 광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대표

적으로는 경기장 광고 가운데 A보드 광고를 들 수 있다. 이는 경기가 진행

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어 소비자들이 경기내용과 선수에 집중하여 광고에 

대한 주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A보드 광고에 시각적 주의가 기울여

지지 않지만 무의식적 처리과정(unconscious processing)을 통해 스포츠 

경기장 내 관중 뿐 만 아니라 중계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브랜드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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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되어 투입 대비 10배 이상의 광고 효과를 낸다. 

  같은 맥락에서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화나 드라마 

속의 간접광고인 PPL(products in placement)을 들 수 있다. 이는 최근 각

광받고 있는 광고 형태로 영화나 드라마 뿐 만 아니라 연극과 인터넷 게임

까지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심지어 광고 속에 또 다른 제품의 광고를 

배치하는 것까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게임 속의 

도로나 건물에 실제 브랜드명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김충현, 

2003). PPL은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이나 배우에 집중을 하는 시청자들이 시

청을 하면서 접하기는 하지만 주의를 두지 않아 의식적인 광고 처리가 일어

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김재휘 외, 2004). 그러나 영화 속 제품을 회상하

도록 한 실험에서 38%의 응답자가 영화 속 제품의 브랜드를 기억하였다

(Steortz, 1987).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PPL 역시 무의식적인 학습이 

이루어져 광고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회 스폰서십을 통한 광고도 간접광고(PPL)와 마찬가지로 광

고자극 속성을 관중이나 시청자가 인식하기 불충분하여 광고에 대한 정보처

리수준이 낮고 주의가 제한적이다. 또한 광고 수용자에게 상업적인 의도를 

감추고 거부감 없이 무의식중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점에서도 

PPL과 유사하다(김재휘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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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경기장 A보드 광고 효과 측정법

  광고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광고주들이 투자수익률, 즉 ROI(Return On 

Investment)에 관심이 커진 만큼 광고 효과 측정이 중요해졌다(하주용 외, 

2011). 스포츠도 광고를 위한 매체 가운데 하나로 스포츠 스폰서십 및 경기

장 광고를 통한 광고 효과가 분명히 있으며 실무자와 학자들 사이에서 그 

효과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어왔

다(전종우, 2010). 그러나 기존 측정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

다(Cornwell et al, 1998). 지금까지 사용된 기존 측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출에 기반을 둔 방법(exposure-based 

methods), 둘째, 추적 방법(tracking methods), 셋째, 실험 방법

(experimental methods)을 통한 측정이다. 

1) 미디어 노출기반(exposure-based methods)

  미디어 노출을 기반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첫째, 시청자 수와 

미디어 노출(시간/형태)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둘째, 광고 단가를 이용하는 

산출방식이 있다. 

(1) 시청자 수와 미디어 노출(시간/형태)을 이용한 측정 

  SI(Sponsor Index)는 미디어를 통한 스폰서 브랜드의 노출효과를 측정하

기 위한 지수이다(조재기 외, 2010). 스포츠 스폰서십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미디어 임팩트의 중요한 요소인 노출(visibility)과 시청자 수(audience)를 함

께 적용하였다.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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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 Index = Visibility × Audience(million) ÷ 1,000

  해당 식에서 Visibility는 시간과 형태가 고려되어 브랜드 노출이 초단위로 

분석되고 완전노출(Full Exposure)과 부분노출(Partial Exposure)로 구분된

다(박찬혁, 2008). 완전노출은 TV화면에 브랜드명이 완전히 노출된 경우로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명확히 보고 읽을 수 있고 화면에 최소 1초 이상 노출

된 경우를 말한다. 부분노출은 TV화면에 브랜드명이 부분적으로 노출된 경

우로 브랜드 명이나 로고가 부분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인지가 가능한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조재기 외, 2010).

  EI(Event Index)는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의 미디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미디어 임팩트의 핵심요소인 방송시간(broadcasting 

time)과 시청자 수(audience)를 활용한다.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Event Index = Broadcasting Time × Audience(million) ÷ 1,000

  

  위의 SI와 EI 모두 값이 클수록 스폰서십을 통한 광고 효과가 크다고 보

았다(박찬혁, 2008). 

 

(2) 광고단가를 이용한 측정

  다음은 광고단가를 적용한 측정 방식이다. 먼저, CPT 기반의 측정 방법을 

들 수 있다. CPT(Cost Per Thousand, CPM)는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한 광고 비용측정 모델로 기존 4대 매체 측정에 사용 되었다. 이는 광고가 

소구대상 1,000명 또는 1,000가구에 전달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CPT는 

광고 단가 ÷ 광고 노출 횟수 × 1,000로 구한다. CPT를 사용하여 스폰서의 

미디어 노출 효과 분석을 통해 스폰서 가치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독

일 IFM社 등 세계적 미디어 노출 효과 분석기관이 사용한다. 이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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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십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노출량(visibility)과 시청자 수(audience)와 

함께 적용한다. 앞에서 언급한 SI와 EI에 비해 진보된 형태로 객관적이고 쉽

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일 방송사, 시간대, 프로그램이더라도 시

청률 및 시청자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효

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SMS리서치앤컨설팅 홈페이지). CPT 기

반의 스폰서십 가치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Sponsorship Value = Visibility × Audiences × CPT

  두 번째로 광고단가를 활용한 측정에는 광고단가 산출방식(Advertising 

Value Equivalent)이 있다. 스포츠 스폰서십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노출된 

양(시간)과 이미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책정해 놓은 광고비를 적용하여 스폰

서의 가치를 측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시청률 및 시청자수를 배제하고 광

고단가만을 적용하여 정확한 스폰서십 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

다.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Sponsorship Value = Visibility × Advertising Spot Rates

 

  여기서 노출된 양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것으로 먼저 100% 미디어 노출량

을 이용한 것이 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화면에 잡히는 모든 브랜드 광고

를 동일한 노출량으로 보아 이에 동시간대 해당 매체의 광고 단가를 곱하는 

값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스폰서십은 일반광고와는 다르게 브

랜드 광고 노출이 화면상의 위치, 크기 시간 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변수와 상황을 간과하고 동일한 노출

량으로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브랜드 노출 효과 측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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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RBA(Repucom Brand Analysis)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RBA는 레푸콤

社가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브랜드 광고 노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선보인 

기술이다. 광고단가 산정방식을 통해 스폰서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100% 미디어 노출량 이용한 측정보다 진일보 된 방식이다. 이는 매체를 통

해 화면상에 나타나는 브랜드 광고의 위치, 크기, 시간 등에 따라 다른 가중

치를 산정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 방식의 장점은 노출의 효율성과 다른 

브랜드 광고 노출과의 비교를 통해 스폰서십 패키지 개발에 효과적이다. 이

를 통해 기업들은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RBA의 분석 결과로 

나온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축구 경기장에 배치된 A보드에 표시된 후원

기업의 브랜드명의 경우 여러 색과 긴 문구를 이용한 디자인 보다는 간단하

고 간결한 메시지로 구성하는 것이 월등히 높은 인지도 효과를 지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F1 경기에서 자동차의 옆 부분에 로고를 부착한 

후원사의 스폰서십 금액이 가장 크지만 경기를 중계하는 카메라가 자동차 상단 

부분에 설치됨에 따라 실제로는 자동차 앞부분과 선수 뒷부분에 부착된 로고가 

훨씬 많이 노출되어 그 가치가 월등히 높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업은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 미디어 노출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Hulk, 1980). 그러나 스폰서십을 통한 광고는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김동식, 2003). 

또한 미디어 노출 기반의 측정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효과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스폰서십 활동이 브랜드 가치 제고에 얼마만큼 기여 했는지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Pham(1991)은 미디어 보도는 스폰서십의 목적이 아니

므로 스폰서십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미디어 노출 접근방식을 사용되면 안 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미디어 보도는 매체를 통해 노출될 때 시청자

들의 집중도나 주목도를 고려하지 못해 회상 또는 태도 변화를 반영할 수가 없

다. 그러므로 매체 노출 또는 광고비로 환산하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커뮤니

케이션 측면으로 스폰서십 효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김성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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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적방법(tracking methods)

  

  추적방법은 설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스폰서십 효과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는 스포츠를 관람 또는 시청을 통하여 스포

츠 광고를 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설문을 통해 스폰서십

에 의해 발생된 소비자의 인지도, 친숙도를 평가하고 스폰서에 대한 태도, 

스폰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기업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효과를 평가한다

(Stotlar, 1993). 인지도는 대중들이 스폰서십에 대하여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정도를 보는 것으로 회상과 인지테스트를 주로 사용한다. 이미지와 

태도의 변화는 스폰서 기업의 인지도에 근거한다. 이는 스폰서로서 참여 이

전과 이후의 태도 변화로 조사한다.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한 광고에서 제시

하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수반하고 우호적인 태도가 

확보되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식, 2003).  

  그러나 설문을 통한 측정은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한 광고 효과를 불분명

하게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광고에 참여한 기업 다섯 개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 이미지를 평가한 결과 스포츠 광고의 효과는 기업마다 상당히 다

르게 나타났다. 어떤 기업에게는 분명한 상승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기업에게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Javalgi et al, 1994). 비슷한 다른 설문에서도 

아홉 개 브랜드 가운데 오직 하나의 브랜드만이 스포츠 광고의 영향으로 브

랜드 선호도에 꾸준한 향상을 보였다(Nicholls et al, 1994). 또한 스폰서십 

활동에 의한 스포츠 광고에 의해서만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들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스폰서십에 

대한 태도의 잠재적인 변화를 측정하는데 실패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Cornwell et al, 1998; 김성규, 2002). 



- 17 -

3) 실험방법(experimental methods)

  Pham(1991)은 설문을 통한 조사를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는 오직 실험

설계만이 외생변수를 통제하고 진정한 스폰서십의 효과를 측정이 가능하다

고 보았다. Pham(1991)의 연구에서는 스폰서의 광고판이 삽입되어 있는 축구

경기 장면으로 구성된 실험을 통해서 스폰서십 자극에 대한 인지의 각성, 관

여, 즐거움의 효과를 조사하였다(정형진, 2013). 결국 스폰서십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과 반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디자

인된 실험이 필요하고, 이속에서 스폰서와 제품에 대한 인지, 태도, 기업 이

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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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경기장 A보드 광고 효과 측정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

  
  전통적인 일반 광고에서는 재핑현상(zapping)으로 그들이 원하는 광고 효

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방식의 광고

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드라마, 영화, 스포츠를 수단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기업의 브랜드를 내비치는 것이다(김재휘 외, 2004). 

이러한 형태의 광고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다(Branvold, 1992; Mullin, 2002; 권욱동 외 2005, 양걸 외 2005). 그

러나 기존 광고와 다르게 소비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광고에 주의 정도가 낮다. 다시 말해 광고가 의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주의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무의식적인 처리과정(unconscious 

processing)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광고를 받아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기존 광고와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름으로 차별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어

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폰서십 및 경기장 광고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 광고 효

과 측정은 일반적으로 노출량 또는 광고 단가를 통한 단순 노출효과와 의식

적인 수준에서만 측정되었다. 다시 말해 스폰서십 및 경기장 광고 효과를 보

기 위한 측정법은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광고가 가지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측정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스폰서십 및 경기장 

광고 효과 측정이 상당히 저평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안적인 방안으로 실험방법 가운데 기억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을 바탕으로 연구된 실험방법도 주로 피험자들에게 명

시적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상기하도록 이루어졌다. 이는 명시적 기억 검사로 

학습일화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출해 낼 것을 요구하는 검사이다(박태

진, 2002). 이러한 측정은 시각적 주의가 이루어져 주의 정도가 높고 의식적



- 19 -

으로 처리되는 일반 TV 광고에 적합한 측정이다(김지호 외, 2007). 

  최근 인지 심리학 분야 연구들은 이전 경험이 행동과 기억에 명시적 영향 

이외에 암묵적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을 제안하였다(김재휘 외, 2004). 이

러한 암묵적 영향은 시각적 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주의가 

제한된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 적절할 것이다(김지호 외, 2007). 다시 말해, 

부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스폰서십 및 경기장 광

고에 대한 효과를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재생 경험, 즉 재생

의 자각여부가 없는 암묵적 기억을 통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억의 종류와 특성

1) 명시적 기억

  명시적 기억은 응답자가 이전에 학습이나 경험에 대해 의식적이고 능동적으

로 회상하고 재인하는 것이다(Krishnan et al, 1993; Richardson-Klavehn 

et al, 1988). 이는 다른 말로 직접적 기억, 의도적 기억 또는 의식적 기억이

라고 불린다. 또한 의식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보 또는 지식으로 정의 

되었다(Hockenbury et al, 2000).

  명시적 기억은 응답자로 하여금 학습일화를 의도적으로 인출해 내도록 요

구하는 검사로 주로 회상(recall)과 재인(recognition)을 통한 직접적인 인출 

방식을 통해 측정된다(Krishnan et al, 1999). 응답자들은 과거의 노출에 대

하여 응답하도록 직접적인 단서가 주어지고 이전에 노출된 사건에 대하여 

회상 또는 재인을 하도록 요구되고 기억 정도인 측정치는 정확률로 본다(이

정모 외, 1999). 회상은 학습한 정보를 개인이 스스로 인출해내는 것이고 재

인은 학습한 정보를 개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이학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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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예를 들어 “이전에 보았던 브랜드를 모두 기록하십시오.”는 회상검

사, “이전에 보았던 브랜드를 모두 선택하십시오.”는 재인검사에 속한다. 

2) 암묵적 기억

  암묵적 기억은 이전의 학습이나 경험에 대한 언급이나 의식적 회상 없이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지현상(retention)이다. 암묵적 기억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Descartes로 그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신기하

거나 혐오스러운 경험을 했을 경우 아동의 기억 속에 명시적인 기억과 관계

없이 남는다고 하였다(Schacter, 1987). 또한 암묵적 기억에 대한 최초의 

실험 연구에서 Ebbinghaus는 학습된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 기억이 인출되

지 못했지만 학습 수행이 증진된 것을 통해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였다(이상

준, 2010). 이후 암묵적 기억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Yoo(2007)는 응답자들이 이전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재생하도록 요

구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고 직접적인 단서가 없지만 

지각, 운동 또는 인지 과제에서 향상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식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지만 행동이나 과업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정보 또는 지식으로 정의하였다(Hockenbury et al, 2000). 암묵적 기

억은 의식적인 인출이 아니지만 이전의 노출 또는 학습이 향상된 수행을 보

이는 것으로 다른 말로 점화(priming)라고도 불린다. 이렇듯 의식할 수는 없

지만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암묵적 기억의 영향력을 점화 효과(priming effect)

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점화는 암묵적 기억과 유의어로 쓰인다(Lee, 2002). 

  암묵적 기억에 대한 관심은 기억상실증 환자들의 기억 수준이 명시적인 

기억을 측정하는 수행에 있어서는 정상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암묵적

인 기억 측정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수행을 보인 것에서 

고조되었다. Korsakoff(1889)는 환자는 그가 받은 흔적을 자각하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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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러한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Schacter, 

1987; 김완석 외, 1999).  

  이러한 암묵적 기억은 명시적 기억과는 다른 기제로 형성되기 때문에 검

사 역시 명시적 기억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Vaidya et al, 1997). 암묵적 

기억 검사는 응답자가 과제를 기억 검사와는 무관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수

행하도록 하는 검사로 암묵적 기억의 정보처리방식에 따라 자료주도적 처리

(data-driven processing)와 개념주도적 처리(concept-driven processing)

로 나누어진다(이학식 외, 2004). 자료주도적 처리방식은 자극의 지각적인 특

성에 의존하며 검사 방법으로는 단어완성(word fragment completion), 단

어식별(word identification) 등의 간접적인 기억 검사로 측정된다. 단어완성 

검사는 학습 시에 제시되었던 단어의 일부분만을 제시한 뒤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완성시키도록 하는 검사이고 단어식별은 단시간 동안 제시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맞추는 과제이다(이상준, 2010). 이러한 자료주도적 처리방

식의 암묵적 기억 검사의 기억정도는 반복 점화(repetition priming) 효과로 

측정된다(이정모 외, 1999). 개념주도적 처리방식의 암묵적 기억 검사는 개

념적 특성을 지닌 측정 방법으로 범주연합(category association), 자유 연

합(free association), 범주-범례 생성(category-examplar production) 등

의 검사법이 있다(Schmitter-Edgecombe, 1999; Mulligan et al, 1999; 정

준화, 2005).

  위의 검사들을 통해 응답자가 학습 일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아도 학습일화가 응답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은 기억 해내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있느냐와 의식적인 재생 여부라고 할 수 있다(Schacter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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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의 차이점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라는 용어는 Graf와 Schacter(1985)에 의해 

처음 명명되어 지금까지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서술기억

(명시)과 비서술기억(암묵)으로 불리기도 하고 의도기억(명시)과 우연기억(암

묵)이라고 구분되기도 하며 직접기억(명시)과 간접기억(암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기억은 기억의 상이한 특성을 반영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명시적 기억은 학습 경험에 대해 의식과 참조를 가지고 기억을 

하는 반면 암묵적 기억은 이전 학습 경험에 대해 의식과 참조를 갖지 않는 

종류의 기억이다(Schacter, 1996). 또한 명시적 기억은 학습절차와 처리수

준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암묵적 기억은 자극의 지각적인 특징에 의존성을 

보인다(이정모 외, 1996). 정보처리방식에 있어서 명시적 기억은 개념주도적 

처리(conceptually-driven processing)에 의해 처리되는 반면 암묵적 기억

은 부호화 당시 경험했던 자극의 지각적 특성에 의존하는 자료주도적 처리

(data- driven processing)에 의존한다. 그러나 명시적 기억의 정보처리방

식이 자료주도적 처리에 의존할 수 있고 암묵적 기억이 개념주도적 처리에 

의존할 수 있어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이정모 외, 1996). 기억의 

내용에 있어서도 명시적 기억은 주로 의미적이고 개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암묵적 기억의 내용은 무의식적이고 지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상

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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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시적 기억 암묵적 기억

관련 용어 직접적, 의식적 간접적, 비의식적

정보처리방식 개념주도적 처리 자료주도적 처리

정보의 내용 의미적 지각적

기억검사 종류 자유회상, 단서회상, 재인
간접기억 검사, 단어완성 검사, 

단어확인 검사

측정치 정확률 점화점수

관련기억 서술 기억 절차 기억

연령 영향 강함 약함

간섭 영향 강함 약함

출처: 이정모 외(2004). 인지심리학

표 3.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의 비교

  

  

  이러한 두 가지 기억으로의 분리는 필요성은 두 가지 기억이 상호 독립적

이라고 밝혀진 여러 선행 연구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Schacter(1987)의 연구 결과에서는 두 기억 간에 차이를 크게 4가지로 나

누어 보았다. 첫째, 부호화 수준이나 유형은 명시적 기억에는 큰 영향을 주

지만, 암묵적 기억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나 반대의 효과를 갖는다. 둘째, 학

습과 검사 시 표적 항목을 제시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예, 시각->청각 

또는 청각->시각)은 암묵적 기억에 대한 수행은 심각하게 줄어들지만 명시적 

기억 수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표적 항목의 물리적인 표면 정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암묵적 기억에 대한 수행을 변화시키지만 명시적 기억에 

대한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셋째, 학습과 검사 사이의 

시간 지연이 두 종류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시간 

지연이 긴 경우 명시적 기억의 수행을 손상시키지만 암묵적 기억의 수행은 

영향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명시적 기억의 회상과 재인은 과제 노출과 

테스트 사이 시간 지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Singh et al, 1988). 이와 반대로 암묵적 기억은 과제 노출과 과제 검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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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연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Tulving et al, 1982). 그

러나 연구들 마다 시간 지연이라는 변수에 있어서 암묵적 기억 탐색의 연구 

결과가 오래 지속 된다는 것과 빠르게 소멸된다는 것으로 불일치 현상이 나

타났다(Shapiro et al, 2001). 그러므로 시간 지연에 따른 명시적 기억과 암

묵적 기억 분리의 타당성과 암묵적 기억 탐색에 관한 연구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간섭 과제는 명시적 기억에 대한 수행을 손상시키지만, 암묵적 기억에 대한 

수행은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외에 다른 연구에서도 암묵적 기억

은 지각적 인출단서의 변화, 즉 감각양상(modality), 글자체, 언어, 그림, 글

자 등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명시적 기억 검사는 지각적 변화에 그

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Rajaram, 1993). 반면 처리수준, 주의 

양, 지연, 간섭 등의 조작은 명시적 기억 수행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Jacoby et al, 1981; 박미자 외, 1999; Graf et al, 1985; 이상준, 

2010). 이렇듯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이 서로 다른 두 기억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두 기억이 상호 독립적인 기억 체계에 기초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정보에 노출되었는

지 모르는 경우에도 노출된 정보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Jacoby et al, 1987). 이를 암묵적 기억라고 하고 의도적인 인출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명시적 기억과 구분된다(안정태, 2005).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비교를 통해 측정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

다. Reber(1989)는 인공적인 문법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문자열을 실험 참가

자들에게 제시했는데 이들은 적절한 문법을 명시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했지



- 25 -

만 문법에 맞는 문자열과 틀린 문자열을 정확하게 구분하였다. Jacoby 등은 

정상인의 암묵적 기억에 대하여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Jacoby, 1983; 

Jacoby et al, 1981; Jacoby et al, 1982). 그의 대표적인 실험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단어를 하나씩 제시하여 읽게 

하고(무맥락조건), 한 집단에게는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해당 단어를 읽게 

했으며(맥락조건), 나머지 집단에는 주어진 맥락을 활용해 단어를 스스로 만

들어 내도록 하여(단어생성조건) 노출되었던 단어를 골라내는 재인검사와 지

각식별(perceptual identification)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인검사의 

회상율(명시적 기억)은 단어생성조건, 맥락조건, 무맥락조건 순으로 높았지만 

점화효과(암묵적 기억)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다른 암묵적 기억 성과에 관한 연구로 검사 단서들은 동일하고 과제에 대

한 지시만이 변화되었을 때 회상율(명시적 기억)은 비정교형 학습처리 보다 

정교형 학습 처리 후에 높았다. 그러나 단어 완성 검사(암묵적 기억)에는 학

습과제 유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Graf et al, 1984). Weldon & 

Roediger(1987)의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림과 단어들로 이루어진 

목록을 학습하도록 한 후 한 집단에게는 자유회상(명시적 기억) 검사를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단어 조각(암묵적 기억) 검사를 받게 한 결과, 자유회상 검

사를 한 집단은 그림이 단어보다 높은 회상율을 보였다. 하지만 단어 조각 

검사(암묵적 기억 검사)에서는 단어가 그림보다 더 큰 점화율을 보였다. 인

지 심리학 연구 이외에 사회인지 분야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초기에 

점화단어를 읽게 하거나(단어읽기조건), 개념적인 단서를 이용해 단어를 만

들게 하였다(단어생성조건). 그 다음 범주접근가능성 검사(어떤 사람의 모호

한 행동에 기술문을 읽고 특정 형용사로 기술하도록 하는 것), 단어조각 검

사(암묵적 기억), 자유회상 검사(명시적 기억) 중 하나를 주었다. 그 결과, 자

유회상 검사에서는 단어 생성 집단이 높게 나타났고 단어조각 검사에서는 

단어 읽기 조건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Smith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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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에 대한 기억 효과와 선행연구

1) 광고에 대한 명시적 기억 효과와 선행연구 

 

  기억을 기반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한 방법은 주로 의도적인 회상에 의한 

명시적 기억으로 이루어졌다. 명시적 기억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는 재인

(recognition)과 회상(recall)으로 정확률로 측정되었다(이정모 외, 2004). 

  ‘회상’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인출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에게 한 

제품 카테고리와 특정 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해당 카테고리에 생각나는 브

랜드를 열거하도록 하여 광고 효과를 확인한다. 회상을 하는 방법으로는 보

조회상과 비보조회상이 있다. 보조회상(aided recall)은 광고 수용자의 기억

에 도움이 되는 단서와 암시를 제공하여 회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비보조

회상(unaided recall)은 동일한 방법이지만 아무 단서와 암시 없이 광고 수

용자의 회상도를 측정한다. 자유회상(free recall) 방법은 어떠한 도움 없이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답은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으나 소비자 기억 속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인

출 하여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훈철, 2005). 

  ‘재인’은 브랜드나 광고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그 브랜드나 광고를 본 적

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Lardinoit et al, 2001). 이는 회

상 과제보다 측정하기 쉬운 기억 측정 방법이다. 예를 들어 회상 검사는 "이

전에 비춰진 브랜드명을 모두 기록하십시오."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재인은 "

다음 브랜드명 중에서 이전에 노출을 통해 본 것들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질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주관식은 회상 기억을 측정하고 객관식은 

재인 기억을 측정한다. 재인을 측정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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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째, 양자 택일형(yes/no recognition test)의 예를 들면 “이전에 **

광고를 보았는가?”로 “예”, “아니요” 또는 “맞다”, “틀리다”라는 대답을 하

는 경우이다. 둘째, 강제 선택형(forced choice test)로 다지선다형 시험처

럼 “다음 중 본 광고는 어느 것인가?” 라는 물음에 주어진 선택안 가운데에

서 고르는 것이다. 셋째, 일괄 선택형(batch testing procedure)으로 여러 

개의 정답과 오답을 늘어놓고 정답을 모두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 예로 

“다음 중 본 광고를 모두 골라라.”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회상과 재인 같이 

의식적인 기억 탐색을 통해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명시적 기억 검사에서 높

은 성과가 난다. 이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학습이 명시적 기억에서 더욱 효

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보았듯이 회상과 기억 모두 명시적 기억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인 방법이지만 그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기억을 

기반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적합한지는 오랜 기간 논쟁이 되었

다. 그러나 광고 실무자들은 주로 회상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국내의 대

부분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에 대한 기억 측정으로 회상을 자주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필, 1997). 하지만 회상 측정법은 보조 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억량에 비해 과소 추정하게 되는 ‘기억의 바

닥효과(floor effect)’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회상을 주로 이용하

는 이유는 재인을 통한 측정은 실제 기억하고 있는 것을 과잉 추정하게 하

는 ‘기억의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Zielske, 1982; Singh et al, 1988). 천정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형적인 

재인 측정에서 피험자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그 광고가 있었는지를 물어 

‘예/아니요’로 응답하도록 요구할 때, 피험자들은 ‘아니요’ 보다는 ‘예’로 응

답하려는 반응편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피험자들은 노출 되지 

않았지만 혼란을 주기 위해 제시된 방해 광고에 대한 재인 측정 시에도 긍

정적인 반응을 추구하려는 편향이 크다는 것이다(양병화 외, 2002).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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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편향(response bias)으로 인해 기억률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천정효과가 발생 되어 신뢰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비판받아왔다. 일반적으로

는 재인의 측정치가 회상의 측정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Lardinoit 

et al, 2001; Bennett et al, 2002), 그럼에도 트리포디 등(Tripodi, et al, 

2003)은 재인이 해당 정보나 광고물에 노출되었는지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

용한 도구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클랜시 등(Clancy, et al, 1979)은 재인

이 가지고 있는 천정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측정오차를 줄이는 노력해야 한

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위장 광고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위장 광고와 실제의 

표적광고를 유사하게 만드는 등의 제안을 하였다. 실제로 위장광고와 표적광

고가 유사할수록 재인 과제는 더욱 어려워져 재인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Bruce et al, 1967). 이처럼 재인을 응답자의 반응편

향으로부터 분리하여 명확하게 재인 점수를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신호탐지이론에 근거한 재인 측정이 가

장 오차가 적다고 평가되고 있다(양병화 외, 2002). 

  명시적 기억 인출을 위해 회상과 재인을 통해 광고 효과를 살펴 본 연구

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변인들과 광고 형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배너광고

의 혼잡도와 웹사이트 콘텐츠 관여도가 배너광고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에 관한 연구(홍종필 외, 2006), 옥외광고 노출빈도와 응시상황이 광

고회상 및 재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서범석 외, 2014), 광고위치가 

광고의 재인, 회상,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광협, 2006) 등이 있

다. 이처럼 현재까지 광고 내용 및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

해 회상과 재인의 명시적 기억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고량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어 오늘 본 광

고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명시적 기

억 측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광고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안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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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에 대한 암묵적 기억 효과와 선행연구

  암묵적 기억은 기억 능력은 실제 존재하지만 인간이 의식하지 못한 때에

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이 어떠한 정보에 노출되었는지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Jacoby et al, 

1987). 암묵적 기억 검사는 학습 일화를 기억해 내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실

험 참가자가 검사를 기억 측정과 전혀 무관한 과제로 간주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검사이다(박태진, 2002).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특정 상표가 광고

에 노출 된 후에 그것이 노출되었다고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노출된 적이 없

는 광고에 비해 선택할 확률과 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Schacter, 1987; Shapiro et al, 2001). 

  암묵적 기억 효과의 하나로 식역하 광고를 들 수 있다(Schacter, 1996). 

식역하 광고란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속도 또는 음량으로 메시지를 제시

하여 소비자에게 의식적으로 인지되지 않지만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광

고이다. 식역하 광고의 대표적인 예로 1957년 제임스 비카리(James Vicary)

의 실험으로 "코카콜라를 마셔라", "팝콘을 먹어라" 라는 슬로건의 영향으로 

실험을 실시한 극장의 팝콘과 콜라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다. 

  암묵적 기억 성과를 위한 점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야 함으로 실험자가 주의를 특정 목표 자극에만 쏟지 

않도록 분산 시켜야 한다(Shapiro et al, 1999; 김지호 외, 2007). 이렇게 

특정 목표 자극에만 주의가 쏠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

가 있다. 첫째, 차폐(masking) 방법이다(Holender, 1986). 둘째, 청각적인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혼잡청취 방법이 있다. 이는 양쪽 귀에 

다른 메시지를 들려주고 한쪽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쪽은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지호 외, 2007). 마지막으로 주의자원 유도 절차(att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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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tracking: ART) 방법으로 암묵적 기억이 형성되도록 자극을 중심

와 외부에 자극을 주고 주의를 다른 작업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암묵적 기억 

측정 위한 무의식적인 기억 처리를 위해 ART 방법은 Shapiro, MacInnis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다음은 광고에 있어 암묵적 기억 효과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이다. 

Shanker & Shapiro(1996)는 상표명의 의미처리와 비의미처리에 따른 명시

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여 암묵적 기억은 비의미 처리 집단에서, 명

시적 기억은 의미처리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밝혔다. Chung & 

Szymanski(1997)는 상표가 노출되는 형태에 따라 암묵적 기억의 점화에 의

한 상표 선택을 측정하여 점화에 의한 상표 선택은 저관여 제품선택 시에 

시각적인 노출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Shapiro, Hecker & 

MacInnis(1997)은 암묵적 기억의 형성은 고려군(consideration set)에 영향

을 주고 이는 광고 태도에 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Shapiro와 

Krishnan(2001)은 점화효과의 지속시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실험 참가

자들을 대상으로 기억 인출까지의 시간 지연과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에 따

른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을 측정하였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

의 관여 수준과 브랜드의 노출 형태가 시각이냐 청각이냐에 따라 암묵적 기

억 성과인 점화에 의한 브랜드 선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Chung 

et al, 1997). 이외에도 유창조(1997)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표명에 대하여 

의미처리와 비의미처리를 한 뒤, 재인과 어근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암묵

적 기억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광고처리 유형과 기억검사 유형에 따른 상

표명과 상표속성에 대한 기억과 태도를 실시한 결과, 비의미처리 집단이 통

제집단보다 높은 점화율을 보였다(김완석 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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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목적 연구 결과

Shapiro & 

Krishnan(2001)

광고에 대한 주의와 평가시간 

지연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암묵적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광고나 광고 노출과 테

스트 사이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Shanker & 

Shapiro(1996)

상표명의 의미처리와 비의미처

리에 따른 명시적 기억과 암묵

적 기억의 해리 현상 측정

암묵적 기억은 비의미 처리집

단에서, 명시적 기억은 의미 처

리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Chung & 

Szymanski(1997)

브랜드 노출형태에 따른 암묵

적 기억의 점화에 의한 브랜드 

선택 측정

암묵적 기억의 점화에 의한 상

표 선택은 저관여 제품선택 시

에 시각적인 노출이 더욱 효과

적이다.

김지호, 송미란, 

김재휘(2007)

시각적 주의와 결부시켜 비의

식적인 광고처리가 갖는 효과 

측정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광고는 

암묵적 기억이 의식적으로 처

리된 광고는 재인이 적절한 측

정방법이다. 

Chan Yun Yoo(2007)
웹광고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암묵적 기억 측정 

암묵적 기억 측정은 부수적으

로 처리된 웹광고의 효과를 측

정하는데 적절하다. 

김완석, 김용민(1999)
상표명과 상표 속성에 대한 암

묵적 기억 효과 측정

무의미 처리집단이 단어조각 

검사에서 통제집단보다 점화효

과가 높게 나타났다.

Shapiro, Heckler &  

McInnis(1997)

광고에 대한 주의 여부에 따른 

광고기억, 광고태도, 브랜드태

도에 미치는 영향 측정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광고가 

상표나 광고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친다.

표 4. 광고 효과의 암묵적 기억에 관한 주요 연구 



- 32 -

6.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PDP)

1) 기억의 해리 현상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을 구분해주는 주요한 근거에는 두 기억 검사

에서 나타난 해리(dissociation) 현상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독립 변인 

조작에 따라 두 가지 기억검사 수행 간에 상반된 효과를 보인 것을 해리라

고 한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뇌영상을 통해 명시적 기억은 특

정 영역에서 신경활동이 증가하였지만 암묵적 기억은 신경활동이 감소한다

는 사실을 바탕으로 분리된 저장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증 하였다

(Squire, 1992).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 간 해리 현상을 나타내주는 대

표적인 변인들에는 감각양상(sensory modality)과 처리수준(level of 

processing)이 있다. 먼저 감각양상은 제시되는 점화자극과 기억검사에서 

제시된 표적자극 간 물리적 유사성이 암묵적 기억에는 크게 작용하지만 명

시적 기억에는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적

으로 제시된 자극과 달리 청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는 시각적 단어식별검사(암

묵적 기억) 수행에서 거의 점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재인검사(명시적 기억)에

서는 시각적 단어와 청각적 단어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밝혔다

(Jacoby et al, 1981). 또한, 처리수준이나 의미적 정교화 정도가 외현(명시

적 기억)기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나 암묵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Yoo(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광고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 암묵적 

기억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암묵적 기억은 광고에 대한 처리수준에 관계없

이 효과가 유지되었지만 명시적 기억 수행에서는 처리 수준에 따라 효과가 

변화하였다. 의미적으로 정교화 처리된 단어가 재인검사(명시적 기억)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단어식별(암묵적 기억) 점화에서는 차이가 없었다(Jac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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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81). 

  위와 같이 기억을 나누는 주요한 근거인 해리 현상에 관한 연구들은 기억

이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으로 분리 되어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는 어떤 사건을 의식적인 통제처리에 

의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명시적 기억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무의

식적인 자동처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암묵적 기억으로 분리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이다(Jacoby, 1991).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성을 지니고 있음은 선행 연구에서 변인 조작에 따

른 두 기억 간의 결과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 기억을 완성

시키는 의도적인 형태의 처리가 암묵적 기억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

며 거꾸로 암묵적 기억을 수행하는 무의식적인 형태의 처리가 암묵적 기억 

수행 뿐 만 아니라 명시적 기억 수행에도 영향을 미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박태진 외, 1999). 

  그러므로 정확한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를 통한 추가적인 절차인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가 필요하다(Jacoby, 1991). 왜냐하면 명시적 기억

을 완성하는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암묵적 기억을 완성하는 무의식적인 자동

처리가 전체적인 기억 수행에 있어 각각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분리된 측정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Anooshian et al, 1996; Debner et al, 1994; 

Hay et al, 1996). PDP에서는 기억은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

처리가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처리 모두에 근거하여 기억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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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P에서는 두 가지 검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하나는 기억의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동시에 수행을 촉진시키는 포함조건

(inclusion task)과 두 가지 처리 가운데 한 가지 처리가 다른 처리를 배제 

시키는 배제조건(exclusion task)이다. 

  포함조건(inclusion task)의 예로는 미리 단어를 들려주거나 보여준 후, 

단어 완성 검사 시에 검사 단어의 어간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피험자로 하여

금 이전에 들었거나 본 단어 또는 제일 먼저 기억에서 떠오르는 단어로 어

간을 완성하도록 한다. 이 때, 이전에 들었거나 본 단어를 기억해내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확실한 기억을 통해 의식적인 통제처리를 반영하

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

적으로 이전에 보여 진 것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적인 통

제처리가 성공 한 경우 이전에 비춰지거나 들었던 단어로 어간이 완성 되고, 

의식적인 통제처리가 실패하면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영향을 주어 이전에 

보여 졌거나 들렸던 단어로 완성하도록 응답을 생성해 준다. 

  이 두 가지 처리를 모두 포함하여 C를 의식적인 통제처리, A를 무의식적

인 자동처리로 보고 포함조건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포함조건= C + A(1-C) --- (1)

  배제조건(exclusion task)의 예도 마찬가지로 미리 단어를 들려주거나 보

여준 후 단어 완성 검사 시에 들려주거나 보여준 단어의 어간만을 제공한다. 

포함조건과는 다르게 피험자로 하여금 이전에 보거나 들었던 단어를 제외하

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완성시키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기억의 의식

적인 통제처리가 성공하면 이전에 들었거나 본 단어로 응답하지 않는다. 기

억의 의식적인 통제처리가 실패했지만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이전에 들었

거나 본 단어로의 완성을 무의식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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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처리를 바탕으로 C를 의식적인 통제처리, A를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로 

보고 배제조건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배제조건= A(1-C) --- (2)

  배제조건의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컴퓨터 화면에 잠시 동안에 

‘FLOWER' 단어를 제시한 후, 피험자에게 앞에서 비춰진 단어의 일부 어간

(예, 'FLO_')을 제시하고 피험자로 하여금 비춰진 단어로의 응답을 제외하고 

단어 완성 검사 하도록 지시한다. 이 때, 의식적인 통제처리가 실패하지만 

이전에 단어 노출로 인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영향을 주어 피험자들이 

’FLOWER’ 단어로 어간 완성을 피하려고 해도 ‘FLOWER’로 어간을 완성 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1)번과 (2)번 식을 바탕으로 방정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은 의식적인 

통제처리를 구할 수 있다.

  의식적인 통제처리(C)= Inclusion task(C+A(1-C)) - Exclusion task(A(1-C)) --- (3)

  즉,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포함조건에서 배제조건을 뺀 것이다. 또한 위의 

(3)번 식을 바탕으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무의식적인 자동처리(A)= Exclusion task(A(1-C)) ÷ (1-C) --- (4)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어 완성 검사 시에 일어나는 우연성을 계산하

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연히 맞추게 되는 확률을 기저확률

(baseline level)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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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구해진 A값에서 기저확률을 빼면 정확히 무의식적인 자동처리 값

을 구할 수 있다. A의 값과 기저확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

지 않으면 기억의 무의식적인 자동처리인 암묵적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간주 된다. 

  무의식적인 자동처리(A)= A - 기저확률 --- (5)

  종합적으로 보면 위의 (3)번 식과 (5)번 식을 통해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 값을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처리-해리 절차를 이용한 단어 완성 검사에서 피험자들의 반응양상이 여

러 가지 단계를 거치며 이는 multinomial processing model로 설명된다

(Buchner, 1995).

 

<그림 1> The multinomial processing model of memory(Buchner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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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델에서는 포함조건과 배제조건의 제시단어검사의 첫 번째 단계는 외

현기억(명시적 기억)에 의해 결정되며 외현기억(명시적 기억)이 있었다면 단

어를 기억해 낼 것이고 기호 e라고 표현하였다. 외현기억(명시적 기억)이 없

을 경우의 기호는 1-e로 표시된다. 두 번째 단계는 외현기억(명시적 기억)이 

없더라도(1-e) 암묵적 기억이 있다면 단어를 기억해 낼 수 있기 때문에 i로 

표시하였다. 또한 여기서 암묵 기억이 실패할 경우를 1-i로 표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외현기억(명시적 기억)이나 암묵적 기억이 없더라도 단어를 

우연히 맞추는 기저확률이 작동하는 단계로 단어를 우연히 맞추는 확률을 

포섭 조건에서는 기호 g로 표현하고 배제조건에서는 기호 h로 표시하였다. 

포섭조건과 배제조건의 비 제시단어검사에서는 단어를 맞추는데 우연히 맞

추는 기저확률만 작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단어를 맞출 확률을 g

와 h로 표현하였다. 

  처리-해리 절차에서 단어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단어 선정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언어의 선택이다. 영어와 다르게 한국어는 어간만을 제시할 경우 완성할 수 

있는 단어의 종류가 많아진다. 그 예로 영어로 'sup_' 라는 어간을 제시하고 

단어 완성 검사를 하면 완성될 수 있는 단어의 종류가 'super', 'supply' 등

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화분’에서 ‘화_’라는 어간을 제

시했을 때 완성할 수 있는 단어가 ‘화장’, ‘화요일’, ‘화채’, ‘화염’ 등으로 영

어 단어에 비해 매우 많다. 그러므로 단어를 우연히 맞추는 기저확률이 상당

히 낮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 기저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

이 사용된다. 첫째는 글자 수의 제한이다. 만약 세 글자로 된 단어를 사용하

게 되면 완성할 수 있는 단어의 종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단어

의 종류를 한 가지 품사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한글은 초성, 중

성, 종성으로 구성되는데 종성이 없는 즉, 받침이 없는 단어만을 사용하면 

기저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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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앞서 보았듯이 기억을 통해 경기장 A보드의 광고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명시적 기억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를 통해 그동안에 연구들이 두 가지 

형태로 분리된 기억 탐색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일부분만을 다루었다는 점을 

보여준다(Shapiro et al, 2001).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기억 형

태를 고려하여 광고를 측정하는 것이 광고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기억을 포함 하였다. 그리하여 명시적 기

억과 암묵적 기억의 두 가지 기억 차원을 통해 경기장 A보드 광고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기억을 기반으로 한 경기장 A보드 광고 효과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두 가지 형태의 기억에 따라서 분리된 패턴을 

나타내는 것과 (2) 주의적 광고처리가 일어나지 않아 경기장 A보드 광고가 

피험자의 주의 외부에 있었지만 노출된 A보드 광고는 암묵적 기억 테스트에 

영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 즉,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데 

있다. 

  실제로 광고가 노출되는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광고에만 집중할 수 있

는 것이 아니고 광고 이외에 다른 상황이나 외부적인 영향도 받기 때문에 

광고에 집중하는 주의 정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MacInnis et al, 1991).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하면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 것을 들어보자. 주의 정도

가 컴퓨터 작업과 텔레비전 시청 시에 나타나는 광고로 나누어 질 것이다. 

경기장 내 A보드 광고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를 보는 관중

과 시청자들은 경기내용과 선수플레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A보드 광고에 

기울이는 주의 양이 나누어지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39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기장 A보드 광고가 노출되는 동안에 광고

에 대한 주의 집중 정도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느냐이다. 기존에 연구에 따르면 명시적 기억은 주의 정도가 높은 주의적 광

고 노출 상황에서는 효과가 극대화되고 주의정도가 낮은 부수적 광고 노출 

상황에서는 효과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등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Debner 

et al, 1994; Shapiro et al, 2001). 반면에 암묵적 기억은 주의 정도의 높

고 낮음에 관계없이 낮은 주의 정도에서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Jacoby et al, 1981; Shapiro et al, 2001). 이렇듯 최근 마케팅 분야 연구

에서는 광고에 노출 되었지만 소비자들의 주의 초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된 반구상과정

(hemispheric processing)과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Janiszewski, 

1990a, 1990b; Shapiro et al,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광고에서 주의 집중 정도와 간섭 과제에 따라 명

시적 기억은 영향을 받지만 암묵적 기억은 이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분리된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경기장 A보드 광고에 적용해서 경기장 A보드 

광고의 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기장 A보드 광고

에 대한 주의정도와 광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사이에 간섭 과제 유무를 변

수로 두어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경기

장 A보드 광고에 대한 효과가 많이 다양한 수치를 통해 검증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수치만이 아닌 잠재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준다는 것을 

두 가지 차원의 기억을 통해 입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와 경기장 A보드 광

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수행 사이에 간섭과제라는 변수를 조작하여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의 분리된 패턴이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H1a: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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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기억이 낮을 것이다.

H1b: 경기장 A보드 광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사이에 간섭 과제가 있는 집

단이 없는 집단보다 명시적 기억이 낮을 것이다.

H2a: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에 관계없이 암묵적 기억은 효과

가 있을 것이다.

H2b: 경기장 A보드 광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사이에 간섭 과제에 관계없이 

암묵적 기억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의 네 가지 가설은 변수의 조작이 암묵적 기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설을 통해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간

에 분리된 패턴을 가지며 다른 탐색 과정을 거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명시

적 기억은 이전에 보여 진 경기장 A보드 광고라는 정보에 대하여 의식적인 

기억 탐색이고 암묵적 기억은 무의식적인 기억 탐색을 말한다. 위의 가설처

럼 명시적 기억이 주의 정도와 간섭 과제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반면에 암묵

적 기억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암묵적 기억 탐색에 대한 이해가 스포츠 마케

터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증명 될 것이다. 

H3: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노출된 집단이 비노출 집단보다 암묵적 기억이 높

을 것이다.

  위의 H3 가설은 주의 정도와 간섭 과제라는 변수 조작에 관계없이 A보드 

광고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학습 효과를 통해 나타나는 노출 

효과를 암묵적 기억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암묵적 기억이 광고 

노출의 기능을 입증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가설은 단순노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노출효과는 어떤 자극에 노출되었던 경험

이 없는 경우보다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자극에 한번 노출되었

을 때 보다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자극에 대한 과제 수행 능력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통제 집

단에 비해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노출된 실험 집단이 노출된 광고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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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면 암묵적 기억이 단순 노출로 인한 광고 효과를 입증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암묵적 기억 검사를 완성할 때 명시적 기억 탐색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Perruchet et al, 1989; Shapiro et al, 

2001). 즉,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 두 기억 간에 다른 기억 시스템의 작

동하여 두 가지 형태의 기억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는 확률적 독립

(Stochastic Independence)으로 명시적 기억 탐색이 암묵적 기억 테스트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수행에 있어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Perruchet et al, 1989).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가 필요하다. 한 실험 집단에게 기억 테스트가 이전에 노출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암묵적 기억 테스트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

이다. 이후에 같은 정보로 동일한 집단에게 기억 테스트가 이전에 노출된 정

보와 관련 있음을 언급하고 이전에 노출된 정보를 기억해 내어 기억 테스트

를 완성하도록 명시적 기억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피험자가 암묵적 기억 테

스트를 수행 할 때 명시적 기억 탐색 절차를 사용한다면 이후에 측정된 명

시적 기억 테스트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반대로 두 검사 간에 낮

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두 기억이 다른 탐색 과정을 사용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두 기억 검사 간에 다른 탐색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해준

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는 암묵적 기억에서 나타나는 점화의 정도는 명시적 

기억과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 된 바가 있다(Eich, 

1984; Jacoby et al, 1982).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예상 할 수 있다. 

H4: 명시적 기억은 테스트 이후에 측정되는 명시적 기억과 상관관계가 나타

나고 암묵적 기억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 H4를 통해 암묵적 기억 테스트 완성 시에 명시적 탐색 과정

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탐색 과정을 거친다는 확률적 독립(Stochastic 

Independence)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시적 기억을 완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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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형태의 처리가 암묵적 기억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거꾸로 

암묵적 기억을 완성하는 무의식적인 형태의 처리가 암묵적 기억 수행 뿐 만 

아니라 명시적 기억 수행에도 영향을 미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박태진 외, 1999). 

  그러므로 정확한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를 통한 추가적인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가 필요하다(Jacoby, 1991). 왜냐하면 명시적 기억을 완성하는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암묵적 기억을 완성하는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전체

적인 기억 수행에 있어 각각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분리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Anooshian et al 1996; Debner et al 1994; Hay et al 1996). 

그러나 아직까지 마케팅 연구에 있어 PDP 절차가 사용된 연구는 거의 없는 

추세이다(Shapiro et al, 2001). 

  PDP(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는 다음의 포함조건과 배제조건 

두 가지를 포함한다. 

  포함조건은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를 모두 포함한다. 

  Inclusion= C + (1-C)A

  배제조건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만을 측정한다.

  Exclusion= (1-C)A

  위의 두 방정식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무의식적 자동처리 A값과 의식적

인 통제처리 C값을 구할 수 있다.

  C= Inclusion task - Exclus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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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clusion task ÷ (1-C)

  이러한 방정식에서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모두 실

패하였지만 참가자들이 추측하여 올바른 응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기준선 수치(baseline)는 무시 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PDP는 상

대적인 수치를 검사하고 의식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자동적인 것에

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Jacoby, 1991). 

  만약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를 통해 구한 의식적인 통제처리

와 무의식적 자동처리의 요소가 변수에 따라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면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측정에서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이 다른 탐색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Shapiro et al, 2001). 즉,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으로의 분리

가 명시적 기억이 의식적인 탐색과정을 거치고 암묵적 기억이 무의식적인 

탐색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H5a: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에서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과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의 간

섭 과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b: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에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경기

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과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의 

간섭 과제 유무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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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절차

Ⅳ. 연구방법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독립 변수는 주의 정도와 간섭과제로 

설정하였다. 주의 정도는 A보드가 노출된 영상에서 A보드 광고와 경기에 초

점을 맞추어 시청하는 집단과 경기에만 집중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간섭과

제는 A보드가 노출된 영상 뒤에 해당 영상과 무관한 뉴스 기사 과제 유무로 

하였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검사를 수행하는 통제 집단을 추가하였

다. 종속 변인은 명시적 기억, 암묵적 기억 그리고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

의식적인 자동처리 탐색을 분리해서 측정하는 처리-해리 절차(PDP)로 설정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약 240명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상황에 무작위로 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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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 및 실험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기반으로 경기장 A보드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의정도(주의적/부수적)와 

간섭과제(유/무)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설문은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고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총 240명을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하였으며 최종 수

집된 240개의 설문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7부는 연구대상에서 제

외시켰다. 총 223개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실험 자극물에 나오는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주의적/부수

적)와 광고 노출과 검사 사이에 간섭 과제(유/무)에 따라 구분된 4개의 상황

과 3가지 종류의 기억검사, 총 12개의 집단에 무선할당 되었으며 각 집단에 

참여한 인원은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연구대상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

주의적 부수적

간섭과제

유
명시적 암묵적 PDP 명시적 암묵적 PDP

20명 17명 18명 26명 19명 17명

무
명시적 암묵적 PDP 명시적 암묵적 PDP

19명 18명 19명 15명 17명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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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성별, 연령대, 학력)은 <표6>와 같다.

표6.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N=223)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29 57.8

여 94 42.2

연령대

10대 3 1.3

20대 174 78.0

30대 40 17.9

40대 4 1.8

50대 이상 2 0.9

학력

고졸 7 3.1

대학교 재학 43 19.3

대학교 졸업 142 63.7

석사이상 29 13.0

박사이상 2 0.9

 

2. 실험 자극물 제작

  경기장 A보드 광고로 노출되는 광고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주로 사용하는 관심 품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상위 10개의 관심 품목(예. 시계, 가방,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핸

드폰, 의류, 운동화, 전자제품, 핸드폰, 화장품)을 선정하여 실험 자극물에 

각 카테고리 별로 해당하는 브랜드 로고를 하나씩 선정하여 삽입하였다. 브

랜드 로고 선정은 경험 효과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또는 알고 있더라도 충성심이 없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영상 속 A보

드 광고로 노출 시켰다. 소비자가 알고 있거나 충성심이 있는 브랜드가 실험 

속 영상에서 A보드 광고로 노출 되면 기존에 실험자들이 가지고 있던 브랜

드에 대한 이미지나 선호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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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자극물 영상

  모든 실험 참가자는 야구 경기 10개 영상 클립과 각 영상 클립마다 1개씩 

삽입된 A보드 광고 10개에 노출되었다. 영상이 보여 진 이후에는 모든 집단

을 대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기억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혼

돈을 주기 위해서 설문지에는 카테고리 별로 경기장 A보드에 노출된 10개의 

타겟 브랜드 로고와 함께 10개의 방해 브랜드 로고가 제시되었다. 암묵적 

기억 검사는 설문의 본래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추가적인 10개의 카테고리

(리빙용품, 양말, 청바지, 초콜렛, 유아용품, 등산용품, 자전거용품, 스노우보

드용품, 건강기능식품, 쥬얼리)와 20개의 브랜드 로고를 추가로 제시되었다. 

3. 조사도구

1) 독립 변인 

(1) 주의 정도

  이 실험의 첫 번째 독립 변인은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이다. 주의 

정도는 영상 속 A보드 광고에 주의적으로 집중하는 것과 부수적으로 집중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조작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의 집중을 하는 주의적 주

의 집중을 하는 집단에게는 경기 영상에서 보이는 광고와 경기 모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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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지시 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주의 집중을 하는 부수적 주의 

집중을 하는 집단에게는 영상 속 경기 내용에만 집중하도록 지시 하였다.  

(2) 간섭 과제

  다음 독립 변인은 간섭 과제이다. 간섭 과제는 실험 영상이 노출된 이후 

관련 없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뉴스 기사를 읽는 과제로 설정하였다. 

조작은 실험 영상이 보여 진 이후에 관련 없는 뉴스 기사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응답을 하도록 요구 되는 집단과 뉴스 기사를 보여주지 않는 

집단으로 하였다.

2) 종속 변인

  종속변인은 영상 속에서 실험자들에게 노출되었던 10개의 광고에 대한 명

시적 기억, 암묵적 기억,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로 설정하였고 

모두 재인(recognition)을 통해 측정되었다. 3가지 기억 검사 이후에는 모든 

집단이 동일하게 명시적 기억 테스트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4. 측정 방법

  명시적 기억은 재인(recognition)을 통해 측정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영상 속 야구 경기에서 노출된 경기장 A보드 광고 10개에 대하여 각각의 상

품을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재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상품 카테고리 

안에는 노출된 광고 외에 노출되지 않은 방해 브랜드가 함께 제시되었다. 명

시적 기억 테스트를 위해 실험 참가자에게 카테고리 별로 두 개 씩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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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중에 하나는 영상에서 A보드 광고로 노출된 광고라는 것을 인지시키

기 위해 ‘다음 카테고리 별로 제시된 두 개의 브랜드 가운데 방금 시청한 야

구 경기 영상에서 노출된 브랜드에 체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A보드 광고로 노출된 브랜

드명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노출되었던 경기장 A보드 광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암묵적 기억 테스트는 원활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위의 명시적 기억과 동

일하게 영상 속 야구 경기에서 노출된 경기장 A보드 광고 10개에 대하여 카

테고리 별로 나누어 재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기 위

해서 영상 속 야구 경기에 노출된 A보드 광고와 관련 있는 과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다음 카테고리 별로 제시된 두 개의 브랜드 가운데 소비

자의 입장에서 구매하고 싶은 브랜드에 체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문

항을 구성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에 영상과 관련 있음을 인지하

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 속 야구 경기에서 A보드 광고로 노출되지 않은 10

개의 추가적인 카테고리와 이에 해당하는 20개의 브랜드를 추가로 제시 하

였다. 이는 명시적 기억의 탐색 과정을 사용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영상 속 A보드 광고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실시하여 암묵적 기억 

탐색을 통한 암묵적 기억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집단은 두 가

지 종류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영상 속 야구 경기에서 A보드 광고로 

노출된 10개의 브랜드 가운데 5개의 브랜드는 포함조건(inclusion task)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피험자에게 영상 속 야구 경기에서 노출된 A보

드 광고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방금 시청한 야구 경기 영상에서 노출된 

브랜드에 체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선택하도록 하였

다.

  포함조건을 하지 않은 나머지 5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배제조건(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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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문지 구성 예시 

task)을 실시하였다. 이는 피험자에게 영상 속 야구 경기 장면에서 노출된 

A보드 광고를 제외하고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방금 시청한 야구 경기 영

상에서 노출되지 않은 브랜드에 체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문항을 구

성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응답으로부터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

식적인 자동처리가 측정 되었다.   

  실험 마지막에는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그리고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를 측정한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종속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명시적 기억의 재인 과제를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영상 속에서 노출된 10개 브랜드가 포함된 10개 카테고리에 추가적으로 10

개의 카테고리가 제시되어 총 20개의 상품 카테고리가 주어졌다. 다른 검사

와 동일하게 브랜드가 두 개씩 각각의 카테고리에 제시되었다. 실험 참가자

들에게 이 가운데 몇 개의 브랜드가 영상 속 야구 경기에서 A보드 광고로 

노출 된 브랜드인지 선택하도록 요구 하였다. 이러한 실험 절차를 거치는 목

적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확률적 독립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두 가지 기억이 다른 탐색 과정을 거치는 결과로 인해 발생되는 것임을 입

증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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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방법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

의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인 평균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이원분산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A보드 광고 노출에 대하여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주의적/

부수적)와 광고 노출과 검사 간 간섭과제(유/무)에 따른 명시적 기억과 암묵

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광고에 노출이 되지 않은 통제집단과 광고에 

노출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명시적 기억 또는 암묵적 기억 검사와 이후에 측정되는 명시적 

기억 검사 간에 확률적인 독립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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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기억 암묵적 기억

처리-해리 절차

의식적인 

통제처리

(C)

무의식적 

자동처리

(A)

간섭 

무

주의적 

주의집중
0.847 0.461 0.24 1.06

부수적 

주의집중
0.680 0.453 0.12 0.56

간섭 

유

주의적 

주의집중
0.635 0.482 0.14 1.07

부수적 

주의집중
0.512 0.405 0.09 0.50

통제집단 0.5(Chance) 0.34

기억 검사 이후 

측정된 명시적 

기억과의 상관관계

.610 .084 .46 .18

Ⅴ. 연구 결과

1. 예비분석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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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점검(manipulation check)

  가설 검증에 앞서 실험 자극물과 관련한 처치가 잘 조작 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 자극물 속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와 간섭 과제 처치의 조작 측정을 

위해 2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영상 속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점검하

기 위해서 측정한 문항(‘영상을 보실 때 광고에 얼마만큼 주의를 기울이셨습

니까?’)에 대한 응답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선수 플레이와 

광고를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 시청하라고 지시받은 집단의 평균(N=111, 

M=3.64, SD=0.951)이 선수 플레이에만 주의를 기울여 시청하라고 지시받은 

집단의 평균(N=112, M=2.05, SD=1.09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1.527, df=221, p=.000). 

  간섭 과제가 적절하게 조작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측정한 문항(‘앞서 

본 영상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생생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독립표본 t-test

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영상과 테스트 사이에 간섭과제(신문기사)가 없었

던 집단(N=103, M=3.18, SD=0.904)이 영상과 테스트 사이에 간섭과제(신문

기사)를 제시 받은 집단의 평균(N=115, M=2.62, SD=0.916)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4.596, df=216, p=.000). 

  따라서 실험 자극물 속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와 영상과 간섭과 관련한 

조작들은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 54 -

3. 가설 검증 

1)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a는 ‘명시적 기억은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낮아 질 것이다.’이다. H1b는 ‘명시적 기억은 경기장 A보드 광고 노출

과 테스트 사이에 간섭 과제가 있으면 낮아 질 것이다.’이다. 먼저 광고에의 

주의 정도(주의적/부수적)와 간섭 과제(유/무)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이원분산분석(2-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명시적 기억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표8>과 같다.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와 간섭과제에 대한 명시적 기억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 명시적기억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255 3 .418 14.052 p<.05

절편 34.414 1 34.414 1155.532 p<.05

간섭 .698 1 .698 23.440 p<.05

주의 .407 1 .407 13.670 p<.05

간섭*주의 .009 1 .009 .312 p>.05

오차 2.263 76 .030

합계 37.710 80

수정 합계 3.519 79

a. R= .357(Adjusted R=.331)

  

  



- 55 -

<그림 5> 변인에 따른 집단별 명시적 기억의 평균 값

  가설 1에서 명시적 기억은 (a)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감

소함에 따라 낮아 질 것이고 (b)경기장 A보드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에 

간섭 과제가 있을 경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의 표에 대

한 명시적 기억의 결과를 아래 제시된 변인에 따른 집단별 평균 값 그래프

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간섭 과제가 있는 집단(x=0.57)이 없는 집단

(x=0.77; F=23.440, p<.05)보다,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낮은 집단

(x=0.57)이 높은 집단(x=0.74; F=13.670, p<.05)보다 수치상 낮은 명시적 기

억 수행을 보였다. 즉, 두 변인에 따라 명시적 기억 수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와 간섭 과제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명시적 기억의 재인 측정에 대한 응답이 기준치 수준(x=.50)과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명시적 기억의 

재인은 간섭 과제가 없는 집단(t(33)=6.64, p<.05), 간섭 과제가 있는 집단

(t(42)=2.98, p<.05),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가 높은 집단(t(38)= 7.73, p<.05),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가 낮은 집단(t(40)=2.37, p<.05) 모두에서 기준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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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재인율을 보였다. 비록 명시적 기억의 재인 측정은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주의 정도가 분산 될 때와 간섭 과제가 있을 때 현저하

게 줄어드는 수행을 보였지만 해당 환경에서의 광고 처리가 명시적 기억 탐

색을 용이하게 하는데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제집단과 명시적 기억의 

재인 검사를 수행한 집단 간 t-test와 관련한 가설 검증 결과를 다음의 <표

9>에 제시하였다. 

표9. 명시적 기억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주의적 주의집중 39 .738 .193 7.73 p<.05

부수적 주의집중 41 .573 .198 2.37 p<.05

간섭 유 43 .560 .133 2.98 p<.05

간섭 무 34 .774 .240 6.64 p<.05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1과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를 <표10>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10. 연구 1 가설검증 결과

종속변수 연구가설 결과

명시적 

기억

가설

H1a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낮아 질 것이다.
지지

가설

H1b

경기장 A보드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에 

간섭 과제가 있을 경우 낮아 질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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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058 3 .019 1.444 p>.05

절편 14.373 1 14.373 1070.842 p<.05

간섭 .003 1 .003 .231 p>.05

주의 .032 1 .032 2.398 p>.05

간섭*주의 .021 1 .021 1.567 p>.05

오차 .899 67 .013

합계 15.290 71

수정 합계 .957 70

a. R= .061(Adjusted R=.019)

2)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a는 ‘암묵적 기억은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감소에 영

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이다. H2b는 ‘암묵적 기억은 경기장 A보드 광고 노

출과 테스트 사이에 간섭 과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이다. 먼저 광고

에의 주의 정도(주의적/부수적)와 간섭 과제(유/무)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이원분산분석(2-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암묵적 기억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표11>와 같다.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와 간섭 과제에 대한 암묵적 기억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암묵적기억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가설 2에서 암묵적 기억은 (a)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감

소와 (b)경기장 A보드 광고 노출과 검사 사이에 간섭 과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의 표에 대한 명시적 기억의 결과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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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변인에 따른 집단별 암묵적 기억의 평균 값

래 제시된 변인에 따른 집단별 평균 값 그래프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암

묵적 기억의 결과는 간섭 과제가 있는 집단(x=0.44)과 없는 집단(x=0.46; 

F=.231, p>.05)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

가 낮은 집단(x=0.43)과 높은 집단(x=0.47; F=2.398, p>.05)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변인에 따라 암묵적 기억 수행이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와 간섭 과제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로 명시적 기억과 분리되었음을 명시한 가설 H2a와 H2b는 지

지되었다. 가설 2와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를 <표12>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12. 연구 2 가설검증 결과

종속변수 연구가설 결과

암묵적 

기억

가설

H3a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 감소에 영향

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지지

가설

H3b

경기장 A보드 광고 노출과 검사 사이의 간섭 과제

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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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3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3은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노출된 집단이 비노출 집단보다 암묵적 기억

이 높을 것이다.’이다. H3과 일치하게, 다음 표를 보면 변인에 관계없이 광

고에 노출된 모든 집단이 광고에 비 노출된 집단보다 광고를 통해 노출된 

브랜드로의 선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단순 광고 노출로 

인해 광고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표13. 암묵적 기억 검사 수행에 대한 평균 값

평균

간섭 무
주의적 주의집중 0.461

부수적 주의집중 0.453

간섭 유 
주의적 주의집중 0.482

부수적 주의집중 0.405

통제집단 0.34

  여기서 기준선 수치(baseline level; x=0.34)는 영상을 보지 않아 A보드 

광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암묵적 브랜드 선택 검사를 실시한 20명의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또한 광고에 대한 노출이 광고로 노출된 브

랜드로의 선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과 암묵적 

기억 검사를 수행한 집단 간에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고에 대한 

노출에 노출되었던 모든 집단인 간섭 과제가 없는 집단(t(53)=3.65, p<.05), 

간섭 과제가 있는 집단(t(54)=3.00, p<.05),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가 높은 집

단(t(53)= 4.65, p<.05), 광고에 대하여 주의정도가 낮은 집단(t(54)=2.41, 

p<.05)에서 노출된 브랜드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브랜드명에 대한 암묵적 기억 검사를 수행하는데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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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주의적 주의집중 35 .471 .119 4.65 p<.05

부수적 주의집중 36 .428 .089 2.41 p<.05

간섭 유 36 .442 .123 3.00 p<.05

간섭 무 35 .457 .112 3.65 p<.05

종속변수 연구가설 결과

암묵적 

기억

가설

H3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노출된 집단이 비노출 집단

보다 암묵적 기억이 높을 것이다.
지지

단보다 노출된 브랜드로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 암묵적 기억이 분명히 존재

하는 것이 밝혀졌다. 통제집단과 암묵적 기억 검사를 수행한 집단 간 t-test

와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를 다음 <표14>에 제시하였다. 

표14. 암묵적 기억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가설 3과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를 <표15>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15. 연구 3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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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기억
이후 측정된 

명시적 기억

명시적 기억 

pearson 상관계수 1 .610**

유의확률(양쪽) .000

N 80 80

이후 측정된 

명시적 기억

pearson 상관계수 .610** 1

유의확률(양쪽) .000

N 80 80

**p<.01

4) 연구가설 4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4은 ‘명시적 기억은 테스트 이후에 측정되는 명시적 기억과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암묵적 기억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이다. 여기서 명

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다른 탐색 과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확률적 독립(Stochastic Independence)이라고 한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명시적 기억 검사와 검사 이후에 측정

된 명시적 기억검사에 대하여 상관 분석을 한 결과, 다음 <표16>와 같이 유

의한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610, p<.05).

표16. 명시적 기억과 테스트 이후 명시적 기억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암묵적 기억 검사와 검사 이후에 측정된 명시적 기억 검사에 대

하여 상관 분석을 한 결과, 다음 <표17>와 같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r=.084, p>.05).

  명시적 기억은 테스트 이후에 측정되는 명시적 기억과 상관관계가 나타나

고 암묵적 기억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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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연구가설 결과

명시적 

기억

가설

H4

명시적 기억은 테스트 이후에 측정되는 명시적 

기억과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암묵적 기억은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지

표17. 암묵적 기억과 테스트 이후 명시적 기억의 상관관계

암묵적 기억
이후 측정된 

명시적 기억

암묵적 기억

pearson 상관계수 1 .084

유의확률(양쪽) .484

N 71 71

이후 측정된 

명시적 기억

pearson 상관계수 .084 1

유의확률(양쪽) .484

N 71 71

**p<.01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암묵적 기억 검사가 명시적 탐색 과정과 확률적 독립

(Stochastic Independence)관계라는 것, 즉, 명시적 기억 탐색이 암묵적 기

억 검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Perruchet & 

Baveux, 1989).

  가설 4와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를 <표18>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18. 연구 4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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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228 3 .076 4.415 p<.05

절편 1.633 1 1.633 94.812 p<.05

간섭 .071 1 .071 4.126 p<.05

주의 .130 1 .130 7.557 p<.05

간섭*주의 .022 1 .022 1.262 p>.05

오차 1.171 68 .017

합계 3.080 72

수정 합계 1.399 71

a. R= .163(Adjusted R=.126)

5) 연구가설 5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다섯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5a는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에서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경

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과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

의 간섭 과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H5b는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에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과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의 간섭 과제 유무

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다.

  먼저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에서 의식적인 통제처리에 대한 

광고에의 주의 정도(주의적/부수적)와 간섭 과제(유/무)의 상호작용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2-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의식적인 통제처리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표19>와 같다. 광고에

의 주의정도와 간섭 과제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처리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의식적인 통제처리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가설 5a에서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A보드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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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연구가설 결과

의식적인 

통제처리

가설

H5a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 감소와 A보드 광고 

노출과 측정 사이의 간섭 과제가 있으면 낮아 질 

것이다. 

지지

섭 과제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의식적

인 통제처리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가설 1의 명시적 기억 검사의 결과와 동

일한 결과를 보였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간섭 과제가 

있는 집단(x=0.12)이 없는 집단(x=0.18; F=4.126, p<.05)보다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낮은 집단(x=0.11)이 높은 집단(x=0.19; F=7.557, p<.05)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 다시 말해, 간섭 과제가 없는 집단 보다 간섭 과제가 

있는 집단에, 주의정도가 높은 집단보다 주의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낮은 수

준의 의식적인 영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두 변인에 따른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와 간섭 

과제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로 의식적인 통제처리가 명시적 탐색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

고 의식적인 통제처리가 명시적 기억을 완성 시킨다는 H5a는 지지되었다. 

가설 5a과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를 <표20>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20. 연구 5 가설검증 결과(1)

  위에서는 PDP의 의식적인 통제처리가 명시적 탐색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테스트 

이후 마지막에 측정된 명시적 기억 테스트 간에 상관 분석을 한 결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46, p<.05). 상관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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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모형 2.519 3 .840 11.439 p<.05

절편 49.179 1 49.179 669.995 p<.05

간섭 .245 1 .245 3.334 p>.05

주의 2.272 1 2.272 30.951 p<.05

간섭*주의 .000 1 .000 .003 p>.05

오차 4.991 68 .073

합계 57.161 72

수정 합계 7.510 71

a. R= .335(Adjusted R=.306)

의식적인 통제처리
이후 측정된 

명시적 기억

의식적인 

통제처리

pearson 상관계수 1 .460**

유의확률(양쪽) .000

N 72 72

이후 측정된 

명시적 기억

pearson 상관계수 .460** 1

유의확률(양쪽) .000

N 72 72

**p<.01

표21.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테스트 이후 명시적 기억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가설 5b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에

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에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주의적/부수적)와 간섭 

과제(유/무)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2-way ANOVA)

을 실시하였다. 

  무의식적인 자동처리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표22>와 같다. 광고

에 대한 주의정도와 간섭 과제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의 상호작용 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무의식적인 자동처리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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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인 자동처리
이후 측정된 

명시적 기억

무의식적인 

자동처리

pearson 상관계수 1 .181

유의확률(양쪽) .127

N 72 72

이후 측정된 

명시적 기억

pearson 상관계수 .181 1

유의확률(양쪽) .127

N 72 72

p>.05

  가설 5b에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a)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와 (b)경기장 A보드 광고 노출과 테스트 사이 간섭 과제에 관계없이 효

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a에서 의식적인 자동처리가 

명시적 기억 검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냈듯이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암묵적 기억 검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그러

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암묵적 기억 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섭 과제가 있는 집단(x=0.79)이 없는 집단(x=0.82; F=3.334, 

p<.05)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암묵적 기억의 효과가 유지되었지

만,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낮은 집단(x=0.53)이 높은 집단(x=1.06; 

F=30.951, p<.05)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 즉,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암묵적 기억의 효과가 유지되지 못하였다. 또한, 광고

에 대한 주의정도와 간섭 과제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PDP의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명시적 기억 탐색에 기반을 두고 있

지 않은 측정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자동처리와 테스트 이후에 마

지막에 측정된 명시적 기억 검사 간에 상관 분석을 한 결과,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r=.18, p>.05). 상관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무의식적 자동처리와 테스트 이후 명시적 기억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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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연구가설 결과

무의식적인 

자동처리

가설

H5b

A보드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 감소와 A보드 광고 

노출과 측정 사이의 간섭 과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부분지지

  이러한 결과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암묵적 탐색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H5b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5b와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를 

<표24>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24. 연구 5 가설검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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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논의

  본 연구는 기억을 통해 경기장 내 A보드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

의 정도의 높고 낮음과 간섭과제 유무로 변인을 조작하여 명시적 기억과 암

묵적 기억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경기장 내 A보드 광

고가 소비자의 주의 외부에 있지만 자연스러운 노출 효과를 내어 매력적인 것

은 알지만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효과에 의문을 가져 왔다. 국

내 연구에서 기억을 기반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한 것은 주로 의식적인 수준

의 명시적 기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암묵적 기억을 사용한 연구는 일

반 광고(TV, 인쇄 등)나 드라마, 영화 속 PPL(Product in Placement)을 대

상으로 하였다(안정태, 2004; 김완석 외, 1999; 김재휘 외, 2004). 

  기억을 기반으로 스포츠 광고 효과를 측정한 것으로는 스포츠 중계 시에 삽

입되는 가상광고를 명시적 기억을 바탕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하주용 외, 

2011). 스포츠 광고를 대상으로 암묵적 기억을 통해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장 A보드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명시

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명시적 기억은 주의정도의 높고 

낮음과 간섭 과제 유무에 따라 수행에 변화가 있지만 암묵적 기억은 그대로 유

지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장 A보드라는 특수한 광고처리 

상황에서 변수 조작이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검

증하고, 기억이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으로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PDP(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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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장 A보드 광고는 주요 광고 매체로 주목받고 있으며 스포츠 경

기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보드 광고는 기존 광고와 달리 경기 중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므로 경기 내용에 주의 집중하는 시청자들의 주의외부에

서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의 외부에서 노출된 A보드 광고가 효

과적인가를 기억의 두 가지 종류인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기반을 두

어 각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

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설 1은 주의 정도와 간섭과제 조작이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의 높고 낮음은 경기내용과 

타석 뒤 A보드 광고를 모두 보라고 지시받은 집단과 경기내용만 보라고 지

시받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간섭과제 유무는 영상을 통한 광고 노

출과 테스트 사이에 관련 없는 기사를 접하는 집단과 접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가 높은 집단이 광고에 대한 주

의정도가 낮은 집단 보다, 간섭과제가 없는 집단이 간섭과제가 있는 집단에 

비해 높은 명시적 기억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1a와 1b

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에 명시적 기억은 광고에 주의 

정도가 낮아짐에 따라서와 간섭 과제가 있을 경우 명시적 기억에 대한 수행

을 손상시킨다는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Schacter, 1989; 

Shapiro et al, 2001).

  두 번째, 가설 2는 주의 정도와 간섭과제 조작이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의 높고 낮음은 경기내용과 

타석 뒤 A보드 광고를 모두 보라고 지시받은 집단과 경기내용만 보라고 지

시받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간섭과제 유무는 영상을 통한 광고 노

출과 테스트 사이에 관련 없는 기사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집단과 수행하

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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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에 의하면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의 높고 낮음과 간섭과제 유무에 

따라 암묵적 기억 수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3a와 3b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명시적 기억과 다르게 높은 주의정

도를 지시받은 집단과 간섭과제가 없는 집단이 무조건 암묵적 기억이 높게 

나타나고 낮은 주의정도를 지시받은 집단과 간섭과제가 있는 집단이 암묵적 

기억 수행에 있어 낮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암묵

적 기억은 광고에 대한 정보처리수준, 주의 양, 지연, 간섭 등의 조작이 암

묵적 기억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확인

되었다(Jacoby et al, 1981; 박미자 외, 1999; Graf et al, 1985; 이상준, 

2010). 

  가설 1과 가설 2의 결과 차이는 두 기억 간에 해리 현상을 설명해준다. 

즉, 부호화 단계에서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두 가지 기억 테스트에서 상이한 

수행을 보인 것으로 해리가 증명되었다. 

  세 번째, 가설 3은 경기장 A보드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두 집단 

간에 암묵적 기억 수행을 비교한 결과, 주의나 간섭 조작에 관계없이 노출된 

모든 집단은 노출되지 않은 집단 보다 암묵적 기억 수행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Zajonc(1968)의 단순노출효과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암묵적 기억이 주의 정도와 간섭 과제라는 변수 조작에 관계

없이 노출 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rrh(1994)의 

연구에서 단순히 광고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결론과도 차이가 있는 것는 결과이다. 따라서 경기장 A보드 광고의 

암묵적 기억에 대한 효과를 검증되었고 연구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네 번째, 가설 4는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각기 다른 탐색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명시적 기억과 실험 마지막에 측정된 명

시적 기억 테스트는 동일한 명시적 탐색과정을 거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

났고, 암묵적 기억과 실험 마지막에 측정된 명시적 기억 간에는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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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 암묵적 기억이 명시적 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주어 본 연구의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이는 두 기억이 확률적 독립

(Stochastic Independence) 관계를 나타낸다는 주장(Perruchet et al, 

1989; Cabeza et al, 1993)과도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가설 5는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의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위의 가설 4는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었음을 설명해주지만, 이는 명시적 기억을 완성시키는 의도적인 형태

의 처리가 암묵적 기억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거꾸로 암묵적 기억

을 수행하는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암묵적 기억 수행 뿐 만 아니라 명시적 

기억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쳐 오염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은 설명해주지 

못했다(박태진 외, 1999). 그러므로 정확한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를 구하여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의 분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기억을 수행하는데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의 영향을 분리하여 측정하기 위해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PDP)를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광고에 대

한 주의정도의 높고 낮음과 간섭과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5a는 지지되었다. 이는 높은 주의정도를 지시받은 

집단과 간섭과제가 없는 집단에서 의식적인 통제처리가 높게 나타나고 낮은 

주의정도를 지시받은 집단과 간섭과제가 있는 집단에서 의식적인 통제처리

가 낮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간섭 과제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 높고 

낮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5b는 부분지지 되

었다. 이는 높은 주의정도를 지시받은 집단보다 낮은 주의정도를 지시받은 

집단에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PDP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명시적 기억을 완성시키는 의식적인 통제처리가 

명시적 기억과 동일하게 주의정도에 따라 부적 영향을 받으며 암묵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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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성시키는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암묵적 기억과 동일한 패턴으로 아무

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Jacoby, et al, 

1993; Jacoby, 1998; Shapiro et al, 2001). 기존 연구에서 의식적인 통제

처리는 주의 조작이나 기억상실 등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는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해 온 결과와 다

르게 나타난 것이다(Jacoby et al, 1996). 이는 의식적인 처리가 무의식적인 

처리에 영향을 주어 겹치는 부분이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주의 정도 조작이 피험자들에게 크게 작용을 하여 의도적인 형태의 처

리가 무의식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의 정도’라는 독립변수 조작

에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동처리와 통제처리의 독립

성 가정에 관한 논란(Russo et al, 1998)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이 된다. 

  첫째, 기존에 기억을 통해 경기장 A보드 광고 효과를 본 연구들은 의식적

인 수준에서 명시적 기억의 재인율을 통해 그 효과가 측정되었다(하주용 외, 

2011). 그러나 경기장 A보드 광고를 접하는 상황에서 초점이 광고가 아닌 

경기내용이나 선수플레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의 외부에서 노출되는 특

수한 상황이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장 A보드가 일

반광고와는 다르게 주의외부에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효과 측정을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 양자의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발견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TV광고처럼 의식적인 수준에서 노출되는 광고, 즉 

광고가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초점이 광고에 맞춰지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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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고 단가를 통해 단순 노출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경기장 A보드 광고처럼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광고가 변인 조작에 상

관없이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 했을 때 구매하고자 하는 브랜드

로 선택된 확률이 높은 것을 보았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광고 

또한 단순 노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존에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서로 독립적이고 다른 기재에 

의한 것이라는 해리 현상은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을 통해 주

장되었다. PDP를 지지하는 연구자은 이를 통해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수행에 각각 기여하는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를 분리해 

낼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무의식적인 자동처리가 비의도적이라는 측면에

서 암묵적 기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반면 명시적 기억은 의도적 기억인

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Jacoby, 199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명시적 기억과 동

일한 패턴을 보였지만, 무의식적인 자동처리에서 암묵적 기억과 동일한 패턴

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PDP에서 설명하는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

적인 자동처리,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간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수학적 계산으로 

의식적인 통제처리와 무의식적인 자동처리를 계산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된 

기억검사(어간완성검사)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Curran et al, 1995; 

Hirshman, 1998)을 보완하여 대신할 모형의 제안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옥외광고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많은 사

람들에게 노출된다고 믿고 광고를 하지만 많은 광고가 혼잡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외광고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장 A보드 광고의 경우, 사람들이 경기 내용과 선수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밀접하게 광고를 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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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장 내에서 A보드 광고를 접한 스포츠팬은 브랜드와 자신이 응원

하는 팀을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스포츠를 콘텐츠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광고업계에 스

포츠 콘텐츠를 활용해 광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켜준다. 

  둘째, 암묵적 기억이 구매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과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억 형태라는 점에서 경기장 A보드 광고 노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무자들에게 암묵적 기억 탐색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 시켜준다. 

  셋째, 지금까지 경기장 A보드 광고는 소비자에게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

아 효과에 의문을 가져왔다. 경기를 중계방송으로 보면서 접하게 되는 경기

장 A보드가 시청자에게 주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광고와 동일하게 측정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

다. 또한, 경기장 A보드 광고를 직접 접하는 관중들에게는 광고 효과가 있었

는지 알기 위한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단지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뿐이었다. 

이렇듯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경기장 A보드 광고에 대한 효과를 기존에 무

의식적으로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 측정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A

보드 광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되어 실무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 메인 스폰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

한 이유는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메인 스폰서가 아닌 경기 중에 노출되는 작은 광고들도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혔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경로를 확보 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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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그동안 기억을 기반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주로 

명시적 기억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Jacoby, 1991). 하지만 본 연구는 명시

적 기억에 명시적 기억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암묵적 기억을 추가하여 

연구했다는 점, 그리고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의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학

문적인 의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학문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

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영상 제작은 일본 2군 야구 경기를 바탕으로 제작 

되었다. 즉, 본 연구 참여자들이 접한 영상은 실제 메가 이벤트나 자신이 응

원하는 팀의 경기에 비해 집중도나 흥미가 낮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어떤 경기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경기를 

대상으로 연구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의정도

나 간섭과제 이외의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면 스포

츠 경기장 내에서 일어나는 A보드 광고에 대한 효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제로 경기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

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경기 시간은 훨씬 길기 때문에 매 순

간 경기를 집중하여 보기 힘들 것이고 경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

라서 순간순간 집중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광고가 노출되는지에 따

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실제로 타석 뒤에 제시되는 A보드 

광고는 본 연구에서 영상 제작에 삽입된 광고에 비해 색상이나 크기 면에서 

다양하다. 최근에는 A보드의 형태가 롤링보드로 변화하고 있어 이 또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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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추가하여 실제 상황과 더욱 유사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종목별로 나타날 수 있는 A보드 광고 노출 정도를 고려하지 못했다. 

축구의 경우는 화면이 공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여 한 A보드에 화면이 정

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지만 야구는 이동이 거의 없이 화면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A보드가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다. 

  넷째, 본 연구는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20

대 초반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험 연구와 함께 심층면접법 등을 이용

한 질적 연구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암묵적 기억을 기반으로 한 광고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가자들은 정해진 공간에서 동일한 화면으

로 진행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외에 영상을 시청하는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개입될 수 있는 변인들을(소

음, 온도, 심리적 여유 등) 통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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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장 A보드 광고를 매

체로 이용하는 비중이 늘어나 경기를 보면서 광고를 무의식중에 접하는 경

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무의식중에 스포츠 소비자에게 노출된 

A보드 광고에 대한 정확한 효과는 모르지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지고 A보드 광고 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내용이나 선수에 집중하는 스포츠 소비자가 무의식적으

로 접하는 A보드 광고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의식적인 수준에서 처리가 이

루어지는 명시적 기억에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암묵적 기

억을 추가하여 전체 기억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시적 기억은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

다, 광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사이 간섭과제 유무에 따라서도 간섭과제가 있

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암묵적 기억은 광고에 대한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과 광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사이 간섭과제 유무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출 효과를 보기 위해 광고에 노출된 실험집단과 광고에 비노출 된 

통제 집단을 비교한 결과 독립변인 조작에 관계없이 광고에 노출된 집단에

서 노출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명시적 기억 검사와 테스트 이후 마지막에 측정된 명시적 기억 검사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암묵적 기억 검사와 테스트 이후 마지막에 

측정된 명시적 기억 검사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두 기억 간에 독립

성이 나타났으며 서로 다른 탐색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을 통해 측정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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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의식적인 통제처리는 주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광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사이 간섭과제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낮게 나타

났다. 이는 명시적 기억과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무의식적인 통제처

리는 광고 노출과 기억 테스트 사이 간섭과제 유무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광고에 대한 주의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낮은 

무의식적인 통제처리를 보였다. 즉, 무의식적인 통제처리가 암묵적 기억과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을 뒤집는 결과

를 보였다. 이는 의식적인 처리가 자동처리에 영향을 미쳐 겹치는 부분이 발

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주의 정도에 대한 조작이 

크게 작용하여 의도적인 처리가 무의식적인 처리에 영향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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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board advertising 

effects in stadium based on tw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memories that forms a whole memory, the explicit and implicit 

memory. To achieve this purpose, A-board advertising effects on 

explicit and implicit memory were separately examined by 

manipulating two independent variables, attention to 

advertising(high/low) and distracter task between ad exposure and 

memory test(distracter task/non-distracter task).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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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d measures, independency of the two memories were 

examined. However, with the above examination, we cannot exclude 

the probability of contamination due to the process of conscious 

influence, which completes the explicit memory, effecting on 

implicit memory performance. Also, the process of automatic 

influence, which completes the implicit memory having an effect on 

explicit memory performance. Therefore, for a higher credibility on 

the two independently separated memories, we measured conscious 

and automatic components with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For this study, video clips were produced to expose A-board 

advertisement. 10 video clips were revised of actual existing 

japanese baseball farm teams with different scenes, including home 

runs, hits and etc. For each and every clips, brand logos were 

inserted on A-board behind batter’s box. A total of 240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with 12 situations according to two 

independent variables(attention to advertisement/distracter task) 

and memory test(explicit/implicit/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Among the participants, 17 

responses who did not followed the instructions were excluded. 

Therefore, 223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wo-way 

ANOVA, t-test and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Explicit memory was 

hindered in low attention to advertisement during exposure group. 

Also, Explicit memory was hindered in the group that has 

distracter task between advertisement exposure and memory test. 

The interaction between amount of attention and distracter task 

was not significant. While, Implicit memory  was un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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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mount of attention to advertisement and distracter 

task between advertisement exposure and memory test. The 

interaction between amount of attention and distracter task was not 

significant. Finally, conscious component measured by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was hindered in low attention to 

advertisement during exposure group and has distracter task 

between advertisement exposure and memory test same as result of 

explicit memory. Also, The interaction between amount of attention 

and distracter task was not significant. Automatic component 

measured by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was unaffected by 

distracter task between advertisement exposure and memory test 

same as implicit memory. However, it was affected by amount of 

attention to advertisement. The interaction between amount of 

attention and distracter task was not significant.

Keywords : A-board advertising, Sports sponsorship, Implicit memory, 
Explicit memory, Unconscious advertising, Process dissociation procedure
Student Number : 2012-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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