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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최근 학술적 연구뿐만 아
니라 스포츠 현장 분야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비자 심
리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의 가치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연
상, 브랜드 인식을 결정짓기 위한 질문들에 반응하도록 요구하며, 일반적으
로 소비자의 반응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방법이
다. 소비자 심리를 통해 브랜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
비자 스스로의 통제에서 벗어나 무의식적 판단을 통해 측정[Implicit
Association Test(I.A.T)]되는 암묵적 측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
자신이 본 브랜드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여 설문지에 기입하는 명시적 측
정 방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 태도를 측정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암묵
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을 기반으로 스폰서십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폰서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인인 주의 정도와 노출빈도를 통제하여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실제 선행연구
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암묵적 측정 방법인 Implicit Association
Test(I.A.T)를 기반으로 남성적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과 여성적 스포츠
이벤트인 피겨 스케이팅에, 실제 이벤트를 후원하고 있는 브랜드를 결합하
여 독립변인(주의 정도, 노출빈도)에 따라 각기 달리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실험 자극물 시청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지편중을 최소화하고자 연구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Filler Brand를
Target Brand(월드컵 이벤트와 피겨 스케이팅 이벤트에 결합한 브랜드)
사이사이에 배치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암묵적 측정 53명, 명시적 측정 73
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t-test를
통해 집단별 평균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묵적 측정에 있어 높은
주의 정도와 낮은 주의 정도 모두 노출빈도가 증가할수록 월드컵 이벤트
스폰서십-월드컵 이미지, 피겨스케이팅 이벤트 스폰서십-피겨 스케이팅 이
미지의 암묵적 연상 강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브랜드의 노출빈도가 높을
수록 소비자는 노출된 브랜드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둘째, 명시적 측정에서 높은 주의 정도는 브랜드의 노출빈도가 증가할수
록 브랜드 태도가 좋아지지만, 낮은 주의 정도에서는 노출빈도에 관계없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스폰서십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와 같은 명시적 측정으로만 연구되
어 온 선행연구에서 벗어나 암묵적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주요어 : 브랜드 태도, 스폰서십, 암묵적 측정, 명시적 측정, 스포츠
이벤트,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학 번 : 2013-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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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1) 스폰서십 비중의 증가
스폰서십은 마케팅 전략에서 비중이 높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이다. 지난 10년 동안, 북아메리카에서 스폰서십에 투자하는 비용은 평
균 20%가 증가한 반면에, 광고와 판매 촉진에 투자하는 비용은 각각 5.5%
와 7.6%에 그쳤다(IEG, 1995). 1994년 북아메리카의 스폰서십에 지출한 비
용은 대략 425억이었다. 마케팅 문헌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폰서십을 다
루는 연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Pham, 1992).
스폰서십은 기업이 스포츠이벤트와 같은 브랜드가치에 스폰서십 활동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및 소비자의 인지와 관련하여 브랜드 연상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Abratt et al. 1987;
Boisvert, 1987).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스폰서십은 의사결정에서 직감
적인 결정을 최소화하고 근거를 기반으로 하므로 중요시한다(Zdravkovic
& Till, 2012). Meenaghan(1991)은 스폰서십활동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
고 마케팅 계획의 표준구성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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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폰서십 효과에 관한 연구 부족
마케팅 전략에서 스폰서십은 최근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에서 스포츠, 음악, 예능 축제, 대의활동과 예술의 범주를 떠나 전체 스폰
서십 지출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ate, 1992; Smith et al. 1995).
하지만 스폰서십 지출 비용은 오직 스폰서십 권리에 대한 비용지불에만 설
명을 하어 지출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다(International Event
Group Report, 1996).
스폰서십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마케팅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러한 동
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십 활동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스폰서십활동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연
구 흐름은 사례연구와 일화적인 증거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반면, 스폰서
십과 연계한 마케팅의 이론적 배경은 여전히 부족하다(Cornwell &
Maignan, 1998).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에서
스폰서십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자료는 부족하다(Cornwell & Maign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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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지난 수년간 스폰서십은 마케팅 전략에서 단지 사회공헌적인 활동에 근
간을 두었다(Cornwell, 2008). 기업의 스폰서십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스폰
서십에 대한 관심은 사업적인 측면과 학술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오고 있다. 마케팅 지출비용에 대한 관심은 마케팅 실무자들이 스폰서십을
포함한 마케팅 투자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Verhoef &
Leeflang, 2009). 따라서 스폰서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연구
를 통해 밝혀진 대로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밝히기 위한 이론적 체계
가 잡혀 있지 않다(Walrave et al. 2012).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스폰서십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주의 정도, 노출빈
도)이 종속변인인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 변인간의 관
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스폰서십 효과측정을 위해 암묵적 측정도구와 명시
적 측정도구를 선정하여 측정방법에 따른 스폰서십 효과 차이를 분석한다.
독립변인에 따라 나누어진 집단 간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암묵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의 차이를 분석하며 암묵적 측정에 대한 효용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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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폰서십 효과 연구
1) 스폰서십
(1) 스폰서십의 이해
스폰서십은 ‘특정 소유물(재산)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
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 수수료(요금)’으로 정의
한다(Ukman, 1995, p.1). Meenaghan(1983)이 제안한 스폰서십의 정의로는
‘스폰서십은 조직이 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재정
적 혹은 동질의 활동에 대한 제공’으로 간주한다. Gardner &
Shuman(1988)은 스폰서십 목표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했
다. ‘스폰서십은 개인의 목표나 마케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의
활동 혹은 이벤트 투자’로 정의한다. 이러한 마케팅의 정의는 전략적 수단
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술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최근 Cornwell(1995)이 제시한 ‘스폰서십과 관련한 마케팅’의 정의로는,
‘스폰서십에 대한 연상 작용을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
로 마케팅 활동의 결합과 실행’이다. 이러한 스폰서십에 대한 개념적 정의
는 후원사와 후원받는 대상 간의 관계가 항상 소비자 마음에 자리 잡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십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의미를 전하고
자 한다. 따라서 후원사와 스포츠 가치 간의 상호보완적인 마케팅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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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십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기업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일부로서 스폰서십을 이용하는
이유는 고객 지향적 목표로 브랜드 지각,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 판
매촉진을 형성하기 위함이다(Crimmins & Hron, 1996; Cunningham &
Taylor, 1995; Gwinner, 1997; Javalgi et al., 1994; Levin, 1993; Schrieber,
1994; Shanklin & Kuzma, 1992; Stipp & Schiavone, 1996; Ukman, 1995).
스폰서십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이해관계를 통해 표적 소비자 선정에
사용되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스폰서의 브랜드에 대한 지각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Crimmins & Horn, 1996;
Schrieber, 1994).
한편, 기업 스폰서십은 홍보활동에 있어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스폰서십 개념은 후원사의
브랜드가 매우 높게 평가받는 스포츠나 이벤트의 이미지를 공유하게 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표적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명인의 상품
보증광고와 같은 스폰서십 기능을 지지한다(Conningham & Taylor, 1995;
Gwinner, 1997; Keller, 1993).
소비자는 스폰서십의 다양한 범주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이미지를 고려하
게 된다. 스폰서십과 관련한 주요 5가지 범주는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다.
기업의 스포츠 활동 참가는 건강하고 젊고 동적이며 생기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미지와 일치하게 되며, 사회적 대의명분 활동은 소비자가 후원사
에 대한 신뢰성을 형성하며 지적이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소비자들은 생각
하게 된다.
스폰서십에 포함되는 범주는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 참여로 인해 발생하
는 이미지 형성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요소들이 있다.
• 그림2에서 전이된 이미지 가치는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대략적 설명이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다양한 이미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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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스포츠 스폰서십의 범주단계에서 형성된 이미지는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활동의 종합적 관점에서 비롯되며, 의미상으로 범주 안
에 있는 특유의 이벤트나 특정 스포츠로 형성되는 이미지로 일치될 수
있다.
• 이미지 전이의 가치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 대의명
분이나 환경적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 관련된 기업은 소비자가 지나친
후원사의 이용으로 기업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서 스폰서
십을 활용하고 조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미지 형성의 전체적 스폰서십 범주 단계는 개인 스폰서십 활동보다
정교하지 못하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스폰서십을 광고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한다. 방송
스폰서십에서 구체적인 이미지의 부족은 방송 스폰서십의 새로운 이미
지 확립 때문일 것이다(Meenaghan & Shipley, 1999)

- 6 -

Category

Transferred Values

Sports

Healthy
Young
Energetic
Fast
Vibrant
Masculine

High-Brow
Arts

Sophisticated
Elite
Discriminating
Up-Market
Serious
Pretentious

Sponsor

Mass Arts

Young
Accessible
Friendly
Current
Innovative
Commercial

Sponsor

Social Causes

Admirable
Concerned
Caring
Intelligent
Exploitive

Sponsor

Environmental
Programmes

Caring
Concerned
Exploitive

Sponsor

Recipient
Sponsor

[그림1] Image values derived from various categories of spo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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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폰서십의 활용 증가
스폰서십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했고, 이에 대한 지출비용은 1996년에
130억에서 2009년 440억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IEG, 2010). 스폰서십은
이벤트와 관련하여 상업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투자를 이끄
는 것으로 정의한다(Meenaghan, 1991; IEG, 2006). 스폰서십 영역으로는
스포츠, 실외활동, 콘서트와 학술적 모임 후원에서부터 대의명분, 연구까지
다양하며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IEG의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전체 지출
중 66%의 금액이 스포츠 이벤트에 투자한다(IEG, 2010). 스폰서십 지출비
용의 증가는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반으로 한 스폰서십 활동, 기업과 기업 간의 홍보에 사용하는 지출비용
을 초과하고 있다. 북미에서의 스폰서십 비용은 연간 12%로 증가하고 있
는 반면, 전통적 미디어와 소비자 기반, 기업 간의 홍보에 사용되는 비용은
각각 2.4%와 3.8%에 그치고 있다(Dardis, 2009). 스폰서십은 마케팅 촉진
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마케팅 실무자는 예전보다 더욱 스
폰서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General Motors,
Proctor & Gamble)은 이러한 경향을 인지하고, 광고와 같은 전통적 홍보
에 사용하는 비용보다 스폰서십과 같은 비전통적 홍보에 사용하는 비용 증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Graser, 2006).
(3) 스폰서십의 효과
스폰서십은 그 중요성의 증가로 인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광고에 대
한 투자비용 증가, DVR1) 기술로 인한 광고 효용성 감소, 특정 산업(담배,
술)에서의 광고 금지, 소비자와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욕
구는 스폰서십의 발전을 이끄는 요소가 되었다. 게다가, 문화와 스포츠 활
1) CCTV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영상 캡처보드에서 캡처하여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고화질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 화상 전송기능을 수용하도록 개발된 디지털 녹화 및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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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공공재 부족은 많은 이벤트와 활동이 후원사를 찾게 하여 스폰
서십 활동을 증진시켰다. 또한 기업은 스폰서십 활동이 기업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을 높여주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며 효율적인 직원 채용을 가능하
게 하며 기업의 전체적 이미지를 제고하므로 스폰서십과의 관계형성은 필
수조건이 되었다(Hoek et al. 1990).
최근 연구에서 비록 소비자가 후원사에 대해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구매
의도에 대한 고려군에 넣으며, 일단 스폰서십에 노출되면 소비자는 고려군
에 있는 경쟁 브랜드를 제외시키려는 경향이 생긴다(Herrman et al. 2011)
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형성은 기업 이미지의 질
적인 측면에 의해 결정되고, 브랜드의 영향력은 많은 이점을 보여 왔기 때
문에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스폰서십 활동을 하고 있다.
스폰서십의 효과로는 시장에서의 브랜드정체성 확립, 수익 증대, 주가수
익률 상승, 경쟁에서의 취약성 감소, 마진의 증가, 브랜드 확장에 대한 기
회제공, 소비자의 선호도와 구매의도의 상승이 있다(Aaker, 1996; Baldauf
et al. 2003; Delgado-Ballester & Munuera-Aleman, 2005; Cobb-Walgren
et al. 1995). 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 부여는 차별화 전략 중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며(Pappu et al. 2005), 중요한 경쟁적 포지셔닝(Positioning) 전
략 중 하나이다(Porter, 1990). 소비자에게 브랜드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 실
무자는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상으로 차별화
된 상품, 가격, 유통, 판매촉진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판매촉진 전략은 이
러한 연상이 수익증대를 이끌기 때문에 적합한 브랜드 연상을 소비자가 느
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Keller, 1993; Campbell, 2002). 즉, 소비자
가 긍정적 의미를 브랜드와 관련짓는 것은 잠재적 구매행동을 이끄는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Aaker, 1991).
Keller(1993)는 스폰서십이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
을 후원하는 브랜드에 이미지 전이를 돕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전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표적 시장은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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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와 해당 브랜드가 연상이 되도록 계획된 광고와 판매촉진 활동이 동시
에 발생하여 다양한 노출을 통한 스폰서십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Crimmins & Horn, 1996; Keller, 1993; Ukman, 1995).
한편, 마케팅활동에 대한 책임은 문헌연구와 사업관행에서 중요한 사안
이다(Rust et al. 2004; Verhoef & Leeflang, 2009). 그러므로 스폰서십의
효과와 스폰서십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림 2는 Cornwell et al. (2005)에 의해 고안된 스폰서십 효과의 통합된 체
계를 보여준다. 스폰서십은 표적 소비자에 대한 목표를 선정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사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치창출에 힘쓴다(Walrave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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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market conditions

Sponsorship equity
∎Customer-based brand equity:

• Presence and image
of co-sponsors
• Ambush activity
• Performance of the
sponsored object

Sponsorship Processing
• Unconscious, mere exposure

Sponsorship
Management factors

(implicit memory)
• Sponsorship awareness
(cognition)
• Attitude towards the
sponsorship (affect)

• Exposure / Leverage

• Duration
• Integration in marketing
policy

Individual differences
• Involvement

• Brand awareness (cognition)
• Brand image (cognition)
• Brand attitude/preference (affect)
• (Intent to)purchase (conation)

∎ Staff relations:

• Company pride (affect)
• Corporate identification (affect)
• Loyalty (conation)
• Attitude and job application intention
(potential employees) (affect/conation)

∎ Relations with other stakeholders:
• Trust/ commitment (affect)
• Gratitude/ goodwill (affect)
• Reciprocal behavior (conation)
• Loyalty (conation)

• Judgment of fit
• Attitude towards sponsorship
• Perceived sincerity of the sponsor
• Familiarity with sponsoring brand

∎ Shareholder value

[그림 2] Integrated framework of sponsorship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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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소비자에게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은 광고와 같은 방법에 의존하며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와 신문 등
전통적 미디어를 사용해 왔다. 새로운 추세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전통적 방식을 더욱 사용하고 있다. 비전통적
방법은 옥외광고, 사회연결망의 사용, 이동전자 상거래, 상품배치, 스폰서십
이 있다(Chatterjee, 2011; Chu & Kim, 2011; Choi et al. 2009;
Reijmersdal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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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스폰서십 효과 측정 방법
스폰서십의 상업적 영향에 대한 설명은 마케팅 기술로써 정당화 하는 것
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과거 수년간 스폰서십 효
과를 측정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후원자로서 그들의 투자효과를
측정하여 사업 실적 공개하기를 꺼린다(Abratt & Grobler, 1989; Hulks,
1980; McDonald, 1991).
스폰서십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효과측정방법, 설문지법인 트랙킹(Tracking) 측정방법 그리고 여러 실
험연구가 있다.
(1) 미디어 노출을 기반으로 한 방법
① Event Index
미디어를 통한 이벤트 프로그램의 미디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서 미디어 임팩트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방송시간(broadcasting time)과
청취(audience)를 활용한 지수이다.
Event Index = Broadcasting Time * Audience(million) / 1,000
② SMS Sponsor Index(S.I)
미디어를 통한 스폰서 브랜드의 노출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미
디어 임팩트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시청(visibility)과 청취(audience)를
활용한 지수이다. TV Sponsor-Index 지수는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과 시
- 13 -

청자 수를 통해 얻어지는 값으로서 Sponsor-Index 지수가 높을수록 브랜
드 노출 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독일의 IFM사가
개발·사용하는 지수이다.
③ Visibility
미디어 노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브랜드 노출로서 초단위로 분석되
며 완전노출(full exposure)과 부분노출(partial exposure)로 구성된 순수 노
출시간(exposure time)이다. 완전 노출은 TV 화면에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완전히 보이는 경우와 브랜드 명이나 로고를 보고 완전히 읽을 수 있는 경
우 그리고 TV 화면에 최소1초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부분노출은
TV 화면에 브랜드명이 부분적으로 노출된 경우와 브랜드명이 노출되더라
도 브랜드 인지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TV 화면에 최소1초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④ Sponsoring Value(CPT)
CPT(Cost Per Time)방식은 시간 단위 광고 효율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 30초당 1,000명에게 전달될 때 지불하는 광고 방식이다. 이러한 CPT
방식은 CPC(Cost Per Click)방식 즉,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CPM(Cost Per Millenium)방식 즉, 1,000명에게 도달하는 평균 광고 단갈
ㄹ 분석하는 방식보다 발전된 스폰서 가치 평가 방식이다.
노출효과 = 노출시간 * 시청자수 / 3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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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The Net Sponsoring Value
스포츠 스폰서십의 효과는 일반적인 광고효과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십 순가치(net sponsoring value)로 평가되어진다. 전 세계 여러 스
폰서와 스폰서십 효과 평가 기관의 리서치를 통해 얻은 스폰서십의 효과는
일반 광고의 약 10~20% 정도로 평가된다.
⑥ Recall Correction Factor
스폰서에 참여한 스폰서의 수를 고려하여 스폰서 효과를 산출할 때 적용
되는 스폰서 가치 교정계수이다. 즉, 참여한 스폰서가 1개이면 100, 2개는
80%, 3개 이상은 30%로 적용된다.
(2) 트랙킹(Tracking) 방법
‘트랙킹 기술’은 소비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스폰서십 활동으로 나
타나는 인식, 친숙함, 선호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McDonald, 1991). 스
폰서십 효과 측정을 연구했던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는 트랙킹 방법을 사용
했다. 이 트랙킹 측정방법으로 연구자들은 후원사 광고의 기억상기, 후원사
와 판매 상품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국
가적 이미지에 관하여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 영향을 평가한다
(Cuneen & Hannan, 1993; Pope & Voges, 1995; Nicholls et al. 1994;
Sandler & Shani, 1992, ; Turco, 1995; Javalgi et al. 1994; Otker &
Hayes, 1987; Nebenzaha & Jaff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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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Pham(1991)은 설문지법인 트랙킹 방법이 광고의 혼동효과를 구별해 내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여 트랙킹을 통한 스폰서십 효과측정을 부정
적으로 봤다. Pham(1991)은 유일하게 실험 설계가 가외변인의 통제가 가
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스폰서십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Pham & Vanhuele(1997)의 대표적인 스폰서십 효과 측정방법을 보
면, 후원사의 광고게시판이 포함되어 있는 자극물 실험에서, 그는 스폰서십
자국물의 인식을 통한 관여도, 각성, 즐거움의 효과를 관찰했다. 관여도는
곡선효과를 보이는 반면, 각성은 부정적인 효과, 즐거움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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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묵적 측정의 반응 잠재시간
1) 반응 잠재시간의 개념 및 효용성
(1) 반응 잠재시간의 개념

소비자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소비자연구는 주로 태도, 고정관념과 신념, 선호, 가치, 목표, 동
기에 대해 자기보고방식에 의존해왔다(Kihlstrom, 2004). 자기보고방식
(Explicit measure)이 효율적일지라도, ‘소비자들은 그들의 태도, 신념에 대
해 지각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의견을 기꺼이 공
유하고자 한다’를 추정하는 것에 대한 편리한 측정방법이다.(Kihlstrom,
2004). 이러한 추정은 사람들이 때때로 그들의 의견을 겉으로 표출하려 하
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유효하지 않다(Greenwald & Banaji, 1995). 소비자는
자신의 태도를 지각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연구자에게 표현하는 것을
꺼린다(Brunel et al, 2004).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소비는 의식을 뛰어넘는
인지과정과 소비자들이 항상 그들의 행동을 지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의해 발생한다(Zaltman, 2000; Greenwald & Banaji, 1995). 명시적 태도
(Explicit measure)와 달리, 암묵적 태도(Implicit measure)는 기억 속에 있
는 연상을 토대로 하며 훨씬 ‘무의식적’이다(Gawronski & Bodenhausen,
2006).
반응속도(반응 잠재시간)측정은 ‘기억 속에 연계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반응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한 반응보다 빠를 것이다’라는 개념
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연구에서 반응속도 측정방식은 내적으로 일관성이
높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판별식 타당도가 높다(Cunningha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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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Hofmann et al. 2005; Bosson et al. 2000; Nosek & Smyth, 2007).
이 측정법은 ‘The associative network memory model’과 일치하며 개인의
기억속에 대상에 대한 자동적 연상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Anderson, 1983; Brunel et al. 2004).
반응 잠재시간은 ‘피험자가 대응 비교선택을 하기 위해 걸린 시간의 길
이’이며, 사회심리학에서 사용되어 왔다(Aaker et al. 1980; Fazio, 1990).
반응 잠재시간은 특정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걸리는 정보처리의 시간측정
또는 자극제 출현과 동시에 자극제에 반응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결과값
간의 간격이다(Bassili & Scott, 1996; Fazio, 1990). 반응 잠재시간측정의
한 예로, 유명인과 상품이 함께 나오는 광고를 피험자에게 보여준 뒤 유명
인사와 함께한 상품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도
록 요구한다. 자극물에 대한 빠른 반응은 피험자의 기억에서 정보에 더 쉽
게 접촉기회를 가진다는 것과 유명인과 상품 간의 강한 연합관계를 나타낸
다(Zdravkovic & Till, 2012).
반응 잠재시간은 심리학과 마케팅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소비자의 태도확
신에 대한 타당한 측정방법이다(MacLachlan et al. 1979; Fazio, 1990). 일
반적으로 반응 잠재시간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Fazio, 1990).
(2) 반응 잠재시간의 효용성
반응 잠재시간은 ‘대응비교 선택에 있어 연구 대상자가 자극물을 통해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연상을 바탕으로 실험 선택에 걸리는 시간의 길이’
이다. 선택의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선택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낸다
(Aaker et al. 1980). 반응 잠재시간의 측정법은 다양한 이유로 마케팅 연
구에서 사용된다.
첫 번째로, 점수의 총합의 측정(constant sum scale task)는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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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기 힘든 일이며 반응자는 컴퓨터 단말기에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
기 때문에 대응측정이 자주 사용된다. 만약 대응비교가 사용된다면, 반응
잠재시간은 특히 설문지를 컴퓨터로 통합하는 조사회사의 증가로 인해 최
소한의 비용으로 측정이 가능하다(MacLachlan et al. 1979). 두 번째로, 반
응 잠재시간은 응답자가 그들의 반응이 관찰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
문에 불필요하게 연구 대상자의 관심을 끌지 않게 하는 가치 있는 방법이
다. 세 번째로, 반응 잠재시간과 대응비교의 결합은 그것만으로 뛰어난 대
응 비교의 측정법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로, 반응 잠재 시간은
구성개념 타당화에서 유용하다. 구성 타당도의 실험은 수렴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한 다른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응 잠재
시간 측정은 필요한 방법을 제공한다(Campbell & Fiske, 1959).
지금까지 마케팅에서 구성개념 타당화는 자기보고 방식에 의존해 왔다.
마지막으로, 다중측정의 역할을 함으로써 반응 잠재시간은 신뢰성을 강화
시킨다(Aaker et al. 1980).

2) 스폰서십에서의 반응 잠재시간 활용
반응 시간(Response time)은 다양한 심리연구에서 잠재성이나 반응의 강
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어져왔다. 비록 이 측정법은 소비자 연구에
서 산발적인 응용에 그치지만, 최근 마케팅 연구에서는 반응시간측정에 대
해 흥미를 갖고 있다. 반응 시간 측정은 3가지 이유로 소비자연구에서 가
치가 있다.
최근 소비자 행동연구는 정보처리와 같은 인지 심리에 대한 역할을 강조
해왔다. 인지 심리의 관점에서는 연구의 구조와 진행상황을 직접적으로 관
찰하지 못했다. 언어적 프로토콜은 때로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관심을 밝
히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중요한 업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명확한
- 19 -

인식 도출은 연구되고 있는 인지과정을 방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반응시간
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측정되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다.
두 번째로 시간 측정은 심리연구에서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비율척도 방
법 중 하나이다. 다원적(Multi-factor) 실험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통계적
상호작용이 종속변인의 단조변환으로 인해 제거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간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처럼, 반응 시간은 인위적인
단조변환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반응시간에서 실험의 상호작용효과는 측
정인위의 발생이 적게 만든다(Pachella, 1974). 세 번째로 실험과정은 시간
적 차원이며 따라서 시간측정은 과정경향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다(Tyebjee, 1979).

3) 반응 잠재시간을 활용한 브랜드 연상 효과 측정
(1) 브랜드 연상의 개념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 인식의 핵심지표로 여겨지며 브랜드 가치의 확립
과 유지는 효율적인 브랜드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로 꼽힌다(Aaker,
1991). Keller(1993)은 소비자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재정기반 브랜드
가치와 비교하여)를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소비자 반응에 대한 브랜드
지식의 차별적 효과’로 정의한다. 사실, 연상은 강한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
는 데에 핵심적인 자산(Chen, 2001) 또는 ‘브랜드의 심장과 영혼’(Aaker,
1996, p.68)으로 여겨진다. 브랜드 연상은 ‘브랜드에 대해 기억에서 연상되
는 어떤 것’(Aaker 1996, p.68), 그리고 Aaker(1991)은 브랜드의 근본적 가
치는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 하는 연상의 집합체라고 주장한다.
Keller(1993)은 브랜드 연상을 기억 속에 있는 브랜드 연결점과 관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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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적 연결점으로 정의한다.
또한 Krishnan(1996)은 소비자 마음속에 연상을 암시하는 두 가지 연결점
사이의 관계를 대표하기 위한 일반적인 용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이렇게 연상은 모든 형태로 나타나며 상품의 특징 또는 상품 자체의
독립적인 면을 반영한다.
한편, Keller(1993)은 브랜드 연상을 증가하는 범위의 세 가지 주요 범주
(속성, 혜택, 태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속성은 상품
이나 서비스의 특징, 소비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생각 또는 구매와 관
련한 소비자의 관여도를 설명한다. 속성은 상품관련 속성과 가격, 사용자와
이용 형상화 또는 브랜드개성과 같은 비상품관련 속성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로, 혜택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속성에 적용하는 개인 값이다.
혜택은 다시 3가지(기능적인 혜택, 경험상의 혜택 그리고 상징적인 혜택)로
세분화된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체적인
평가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Brown & Dacin(1997)의 주장에 따라 브랜드 연상을 상품 연
상과 구조적 연상 두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상품 연상은 상품
속성, 지각된 상품의 질 그리고 기능적인 혜택과 같은 기능적 속성 연상과
상징적 연상, 정서적 연상, 가격/가치, 사용자/사용 상황과 같은 비기능적
속성 연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연상은 기업능력연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상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업능력연상은 기업의 산출량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에 있어 기업
의 전문지식(기술)과 관련된 연상이다. 즉, 직원들의 전문지식, 내적 연구와
발달의 우월성 그리고 기술적 혁신의 결과, 전문기술의 생성, 고객지향, 산
업 지도력 등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상은 조직의 지위와 상품과 서비
스 생산에 있어서의 기업의 활동에 관계없는 사회적 의무에 대한 활동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친환경, 주민참여, 문화행사후원에 초점을 맞
추며 캠페인형 마케팅 등을 통하여 사회적 대의명분을 지지하여 기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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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브랜드 연상모델은 그림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Chen, 2001).

Product
Associations
Brand
Associations
Organizational
Associations

[그림3] The brand assoc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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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연상의 중요성
연상은 브랜드 충성심과 구매결정의 기반을 대표하며 정보처리와 정보
검색을 도움으로써 기업과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한다(Tybout et al.,
1981; Young, 1989; Van Osselaer & Janiszewski, 2001). 또한, 브랜드를
경쟁사로부터 차별화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며 브랜드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Aaker, 1991; Chen, 2001).
만약 연상이 소비자들를 중심으로 계획된다면, 브랜드 연상에 대한 긍정
적인 감정은 브랜드로 전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팀 또는 이벤
트와 잘 연결된 스폰서십은 이벤트나 팀에서 후원하는 브랜드로 긍정적인
연상을 전이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연상은 상품 경험, 상품 특징, 브
랜드의 판매촉진 포지셔닝, 가격 정보 또는 사용자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다(Dean, 2004). 브랜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브랜드 연상은 소비자의 인
식이며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의 결과이다. 적절한 연상으로 채워진 메시지
는 고객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 이미
지를 묘사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전달된다. 브랜드 가치는 강하고 긍정적인
연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연상의 유형에 영향
을 받는다(Keller, 1993; Park et al., 1991; Bridges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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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묵적 측정(Implicit measure)인 반응 잠재시간
(1) 암묵적 측정(Implicit measure)
명시적 측정(Explicit measure)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표현으로 나
타나는 반면에, 암묵적 측정(Implicit measure)은 이와 다른 연상관계로 나
타난다(Banaji & Hardin, 1996; Devine, 1989; Greenwald et al. 1998). 즉,
암묵적 측정은 ‘편견 없는 명시적 태도’가 아니며, 명시적 측정에 의해 평
가되었던 동일한 구성들을 항상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명시적 측정과 암묵적 측정이 서로 연관이 있다하더라도, 이 두 가
지 유형의 측정은 다른 정보처리 과정에 기인하고, 두뇌의 다른 부분에서
활성화되어 나타난다(Cunningham et al. 2003). 하지만, 평가되는 대상과
자기표현, 정교한 태도와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은 두 측정법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는 영향을 준다(Nosek & Banaji, 2002). 이를 통해, 암묵적 태도와
암묵적 측정의 정확한 본질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Banaji, 2001; Kihlostrom, 2004).
암묵적 측정은 그 자체가 암묵적이지는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관심을 끌
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암묵적 측정은 개인
이 그들의 태도, 믿음 또는 가치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
는 것을 꺼릴 때 사용한다.
하지만 비간섭적 측정은 만약 연구가 암묵적 구성의 측정과 관련이 있고
소비자가 구성요소에 대해 인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런 장점이 없다
(Kihlstrom, 2004). 암묵적 측정이 종종 비간섭적 측정 대신 사용되는 반면
에, 비간섭적 측정은 암묵적 측정을 대신 할 수 없다. 암묵적 측정은 참가
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않는다(Greenwald & Banaji, 1995).
대신에 측정하기 어려운 태도평가를 암묵적 측정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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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 있어서 참가자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들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Greenwald & Banaji(1995)는 암묵적 태도를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감정, 생각 또는 활동을 중재하는 과거 경
험에 대한 자기 성찰적 흔적’으로 정의한다.
그림4는 컴퓨터 소비자에 대한 이론적 소비자 사회 지식 구조 모형을 나
타낸 것이다. 소비자와 상품의 특징, 사람 그리고 조직적 개념이 타원형 안
에 대표된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특징은 사각형 안에 ‘+’와 ‘-’로 연결된다.
개념 간에 연결선의 굵기 차이는 연상의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Greenwald
et al. 2004)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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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컴퓨터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지식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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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구조화된 암묵적 측정
일반적으로 암묵적 측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구조화와 구조화로
분류될 수 있다(Campbell, 1950). 연구 대상자는 자신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지만,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평가되고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한
다. 암묵적 측정에서 반응대안은 비구조화에서 구조화된 대안까지의 범위
를 말한다(Lemon, 1973).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나 주제통각 검사와 같
은 투영 측정법은 연구 대상자가 모호한 자극에 대해 심사숙고한 반응을
보이도록 요구한다. 이 측정을 진행하면서 연구 대상자는 태도, 편견, 두려
움과 같은 부분을 해석하기보다 예상하게 된다(Haire, 1950).
비구조화된 암묵적 측정에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문장이나 단어완성
과 단어연상 실험이다. 이 실험법은 투영 측정보다 더욱 구조화된 실험인
데, 자극물에 대한 판단의 모호함이 적고 반응 선택권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많은 투영기법은 프로이트 학설의 심리에 근원을
두고 있고, 비록 이러한 기법이 정신분석과 마케팅 분야에서 인기 있게 사
용된다 할지라도, 모든 측정법은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투영기법은 연구 대상자가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는 측정에 도움을 주지만, 이러한 측정법은 수렴타당도가 부족하며 학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심리 측정 도구이다(Rapaport et al. 1968). 따라서 투영기
법의 사용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요구되는 인과관계, 규범적인 환경
에서는 권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Greenwald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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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화된 암묵적 측정
반응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구조화된 측정은 객관성을 얻고 대부분의
결과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없앤다. 구조화된 암묵적 측정으로 연구 대상자
의 주의는 성공기준이 정의되거나 정의되지 않은 그림과 단어를 모으는 과
제에 집중한다. 비록 명시적 측정과 암묵적 측정은 수렴타당도를 가지지만,
그림과 단어를 맞추는 과제 측정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표를 감추기가
어렵다(Lemon, 1973).
구조화된 암묵적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는 정보검사 방법이 있
다. 정보검사는 연구 대상자가 주제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며 성공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의한다. 주제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는 정보의 선택
과 보유를 지도하며, 이 정보검사 방법은 태도의 명시적 측정을 제공한다
(Campbell, 1950; Churchill, 1995). 정보검사의 목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바람직성에 강한 측정이 되지만, 인지과정에서 혼동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Lemon, 1973; Haugvedt et al. 1992).
명확한 성공기준이 정의되고 강력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가진 다른 측정
들은 참가자가 조직의 의견을 평가하거나 행사의 사회적 규범을 확인하도
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측정법은 태도 활성화의 자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Dovidio & Fazio, 1992). 태도에 대한 연상 네트워크가 강
력하면 강력할수록 태도가 약하거나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태도를
활성화 시킨다(Bargh, 1989; Fazio, 1986; Fazio et al. 1986).
순차적인 암묵적 기억효과(Sequential priming)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측
정법에 비해 제한점이 없는 구조화된 암묵적 측정법이다(Bargh et al.
1992; Fazio et al. 1986). 이 실험에서 연구 대상자는 단어를 범주별로 분
류하고 분류 속도를 측정하고 관찰한다. 암묵적 기억효과는 연구 대상자의
표적별 분류속도와 암묵적 기억과 연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빠르다. 암묵
적 기억효과는 유동적이며, 언어적·비언어적인 자극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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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ving & Schacter, 1990). 암묵적 기억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변화는
태도 활성화이다. 단어 분류에 있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평가의 단계인
반응 잠재시간은 ‘연상 강도의 작용에 따라 효과가 다양하다’는 추정으로
자동적 태도 활성화의 측정을 다루어왔다(Fazio, 2001).
암묵적 기억 연구는 측정에서 제한사항을 설정하였다. 특히 이 측정법의
효과는 약한 암묵적 기억일 때 발견되며 암묵적 기억에 대한 태도의 접근
은 연상 활성화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암묵적 기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Bargh et al. 1992). 또한, 암묵적 기억 측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적 일관
성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인다. 이 경우 암묵적 기억 측정은 개인 차
이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실험적 결함이 있다(Bargh et al. 1992;
Chaiken & Bargh, 1993). 마지막으로 암묵적 기억 측정은 독립변인보다
종속변인의 측정에 더욱 가치가 있다(Kihlstro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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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묵적 측정법 사용 이유
명시적 기억은 소비자가 특정사건과 관련한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떠올리
기 위해 사건 전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Schacter, 1987). 하지만 모든 기
억 회상이 명시적 기억만은 아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암묵적 기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명시적 기억회상과 달리, 암묵적 기억회상은 자동
적(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 비록 명시적 기억이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분야에는 기억상기와 같은 형태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Duke & Carlson, 1994; Krishnan & Chakravarti, 1993). 암묵적
기억은 사전에 기억했던 정보를 다시 떠올리기 위한 노력 없이 사전노출로
인해 업무수행의 변화로 나타난다. 암묵적 반응은 특정 지각없이 진행된
임무에서 임무완수를 위해 사용했던 이전의 정보에 반응편중을 이끈다고
밝혀왔다.
반응편중의 한 예로, 소비자는 이전에 사용했던 정보에 대한 선호도를
보인다. 이러한 영향의 한 가지 설명은 ‘지각적 유창성’인데, 이것은 이전에
봤던 자극물에 친근감을 보이고 자극물 노출 전에 느꼈던 친근감의 기억을
찾고 이 친근감은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Seamon et al. 1995).
암묵적 기억의 정확한 본질은 아직도 논란 속에 있다. 예를 들어,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묵적 기억
과 비교하여 명시적 기억은 정보회상에 있어 더 높은 ‘활성화’작용이 필요
하다. 비록 암묵적 기억에 대한 정확한 본질은 알 수 없지만, 암묵적 기억
과 명시적 기억은 같은 실험 조작에서 유사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명확하다.
명시적 기억은 광고 노출 후 판단에 있어서 긴 시간의 지연 또는 분리된
주의집중을 측정하는 것에는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광고 처리 수준
에서 성공적인 명시적 기억 회상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에 반해, 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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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억은 정보의 직접 탐색에 의존하지 않아 이러한 같은 요소를 억제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ichardson-Klavehn & Bjork,
1988; Schacter, 1987).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전에 기억한 정보를 회상하려고 하지 않
는다. 심리학의 선행 연에서 암묵적 기억 회상은 명시적 기억이 하지 못하
는 정보 회상을 할 때 성공적일 것이라 명시했다(Richardson-Klavehn &
Bjork,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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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 잠재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주의 정도
주의집중을 이끄는 광고는 소비자를 주위환경으로부터 시선을 광고에 집
중하도록 이끌며, 기업은 소비자가 광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다른
광고보다 자사제품 광고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의집중은
높은 인지적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LaBerge, 1995). 주의집
중의 기능은 AC-TEA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델은 그림5에 제시
되어 있다.
AC-TEA모델은 세부적인 데서 출발하여 설명하는 방식과 일반적인 것
에서부터 시작하여 세부적인 사항으로 진행되는 구조로 총 2가지의 주의집
중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은 자극물의 요소, 자극물 크기의 기준
선과 증가선에 의한 주의 정도 형태로 차별화하였다(Pietors & Wedel,
2004).
(1) 광고에서 시각적 집중의 결정요소 : 상향요인과 하향요인
선택적인 시각집중에는 2가지의 결정요인이 있다.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자극물에서의 상향요인이고 두 번째는 개인과 집중처리에서의 하향요인이
다(Chun & Wolfe, 2001; Posner, 1980; Theeuwes, 1994; Yantis, 2000), 주
의처리과정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결정과정으로 존재하여 뇌에 연결된 부위
에 위치해 있다(Itti & Koch, 2001).
상향요인은 자극물의 크기와 형태와 같은 지각돌출을 결정하는 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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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다(Janiszewski, 1998). 이러한 특성은 소비자가 광고를 의식해서 보
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광고요소에 집중하게 된다(Wolfe, 1998; Yantis &
Jonides, 1984). 그림 5에서 화살표 1과 2는 이 효과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하향 요인은 개인의 주의집중 과정에 있다. 상품의 관여도나 브랜드의
친밀도와 같은 개인적 요소들은 개인이 광고나 광고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
에 무의식적으로 집중을 하도록 만든다. 그림 5에서 점선 화살표가 이 효
과를 나타낸다(Rayner et al. 2001; Rosbergen et al. 1997).
처리과정과 관련한 요인은 자극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광고의 특정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집중은 하나의 광고 또는 다른 광고요소에 집중하는
주의 정도에 의존할 때 나타난다. 광고는 복잡한 장면과 그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시각체계는 연계적으로 집중을 이끈다. 이것은 기억과 예상이
자극물의 장면에서 특정한 시각적 특징을 가진 요소를 인지하는 데 필요하
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전에 집중했던 요소의 의미표상은 기억에 저장되어 있고 이미 집중한
것을 토대로 주의에 대한 방향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한다
(Yantis, 2000; Yarbus, 1967). 화살표 3은 이 효과를 나타낸다.
(2) 주의집중 : 기준선과 증가선
그림5의 모델은 탐색과제와 읽을거리에서 시각적 집중이론으로써, 주의
집중에 대한 2가지 형태를 구별하는 데 유용하다(Bundesen, 1990; Folk et
al. 1992; Logan, 1996, Reichle et al. 1998). 기준선 집중은 자극물의 크기
와 다른 요소와 관계없이 광고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며, 시
각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기준선 집중이 높으면 높
을수록, 구체적인 광고요인의 우선사항에 대한 정보처리가 더 높다. 이와
같이, 만약 소비자가 표면 크기와 관계없이 문자보다 그림에 더 많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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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인다면, 기준선 주의집중이 높다.
증가선 집중은 자극물 크기의 증가로 인해 기준선 집중을 뛰어넘는 광고
요소에 대한 집중을 말한다. 증가선 집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정 광고요
소에 대한 주의집중의 표면사이로 탄력성이 더 높아진다. 관측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초기의 연구에서 주의집중은 표면사이즈의 제곱근으로 증가하는
데, 이것은 0.5의 탄력성을 의미한다(Nixon, 1924; Poffenberger, 1925).
(3) 주의집중 전이 : 외인성(Exogenous)과 내인성(Endogenous)
주의집중 전이는 특정광고요소에 대한 집중이 다른 광고요소에 의존할
때 발생하며, 이것은 외인성과 내인성 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Posner,
1980). 외인성 집중전이는 광고요소의 표면사이즈가 다른 광고요소에 대한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 전이는 자극물의 크기
의 증가가 문구나 브랜드 요소에 대한 집중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킨다.
내인성 집중 전이는 광고요소에 대한 집중이 자극물 크기와 또 다른 광
고요소의 집중에 의존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집중 전이는 내인성인데, 주
의집중 과정은 자극물이나 인적요소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집
중의 방향수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내인성 집중전이는 광
고에서 그림에 대한 주의집중은 문구나 브랜드 요소에 주의집중을 높여주
는 역할을 할 때 그 자체로 나타난다. 아직까지 광고와 같은 복합적 화면
에서 내인성 주의집중 전이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다(Henderson &
Hollingworth, 19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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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 Factors
Person

Process
Attention to other
ad element
3
Endogenous
Transfer
2
Exogenous
Transfer

(e.g.,
product involvement,
motivation,
brand familiarity)

Attention to
ad element
Brand, pictorial, text
1
Attention Capture
Stimulus
(e.g.,
size of ad element)
Bottom-Up Factors

[그림5] Determinants of Attention Capture and Transfer to Elements of Print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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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출빈도
의사소통 효과성에서 반복노출의 영향은 연구주체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
로 여겨왔다. 소비자 연구원, 심리학자, 마케팅 실무자는 메시지의 반복과
수용자의 인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미디어
반복노출과 효과성 사이에 비단조적 관계가 성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and & Sternthal, 1990; Vakratsas & Ambler, 1999). 메시지 효과성은
낮은 단계의 반복노출에서 증가하며 높은 단계의 노출에서는 그 효과성이
감소한다고 알려졌다(Berlyne, 1970; Cacioppo & Petty, 1979). 이러한 사
실은 강한 곡선 관계의 증거를 통해 지지를 받았다(Anand & Sternthal,
1990; Batra & Ray, 1986; Pechmann & Steward, 1989).
자극물이 단순할 때, 반복노출 효과는 처음부터 감소하거나 처음에는 상
승하다가 감소하게 된다(Berlyne, 1971). 동일한 자극물의 반복노출은 중요
한 사안으로 여겨져 왔다. 동일한 순서의 자극물은 처음에 효과가 발생하
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성이 감소한다(Harrison & Crandall,
1972). 게다가 연구 대상자가 자극물에 노출되었을 때, 처음에는 탐색행동
을 보이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Brickman & D’Amato, 1975). 마지막으로 자극물 출현 후 측정이 즉각적
으로 시행될 때, 노출 효과는 약화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Johnson
& Watkins, 1971; Stang, 1974; Stang & O’Connell, 1974).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광고의 반복노출과 효과성 또는 선형관계에
대한 혼합효과에서 관계가 없음이 나타났다(Belch, 1982; Mitchell &
Olson, 1977; Rethans et al. 1986). 반복노출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어떻게 반복노출이 메시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노출빈도와 효과성 간
의 관계를 조정하는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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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성, 쉬운 정보처리과정을 포함한 노출반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를 확인하기 시작했다(Cox & Cox, 1988, Anand & Sternthal, 1990).
반복효과의 선행연구는 Berlyne의 ‘2요인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반복노출이 자극물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2가지의 처리과
정을 제안한다. “Wearin”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의 첫 번째는 습관화이다.
이 단계는 익숙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한 적개심이나 불확실성이라 불린다.
메시지 반복의 초기 단계는 자극물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습관화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낮은 반복노출 단
계에서 효과성은 상승한다(Cox & cox, 1988).
“Wearout”이라 불리는 두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메시지 노출로 인해 발
생하는 지루함으로 그 효과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Anand & Sternthal,
1990; Blair & Rabuck, 1998; Calder & Sternthal, 1980). 장시간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지루함은 반복되어 노출되는 자극물에 대해 저항성이 발생
하게 된다(Campbell & Keller, 2003).
이 두 가지의 개념적 정의는 반복효과의 ‘2요인 이론’을 세우는 데 기반
이 되었다. Stang(1973, 1975)은 Berlyne(1970)의 ‘2요인 이론’의 확장된 영
역을 제안했다. 반복된 자극물의 노출은 대상이 자극물에 대해 인지할 기
회가 생기며, 이러한 자국물의 인지는 효과가 있고 자극물에 대해 선호도
가 높아진다. 하지만 계속되는 자극물의 노출은 지루함을 발생시키고 결국
궁극적으로 자극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Cacioppo & Petty(1979)은 Berlyne의 이론을 기저로 정보처리와 기억효
과를 실험했다. 그들은 자극물에 대한 인지적 반응이 광고를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반복노출의 효과를 중재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설명했
다. Cacioppo & Petty(1979)는 적정수준의 반복노출이 가장 큰 효과가 있
음을 보인다고 했다.
‘단순노출’가설은 개인에게 자극물에 대한 다중노출은 개인이 자극물에
익숙함을 느끼고 선호하는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Zaj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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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Olson과 Thjomoe(2003)의 연구에서 피험자는 브랜드 노출의 결과로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단순노출효과를 지지했다. 광
고와 유사하게 스폰서십은 스폰서를 받는 입장에서 단 한 번의 투자로 끝
나거나 장기간의 계약이 될 수 있다(Meenaghan, 1991). 후원사의 지속적인
투자는 후원사가 후원 받는 대상과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가 후
원사에 대해 신뢰감을 느끼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이다
(D’Astous & Bitz, 1995).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장기적 지원은 후원사가 후
원받는 대상 간의 반복적인 노출이 발생하며 이러한 노출은 두 대상 사이
에서 ‘연상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다(Zdravkovic & Till, 2012).
Keller(2003)은 브랜드와 브랜드 관련 대상 사이의 연상 강도는 관련 실무
자가 활용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달라 질 것이라고 주장한
다. 더욱 반복적인 노출은 ‘일관성’으로 해석되며, 후원사와 후원받는 대상
간의 더욱 강한 연상 관계를 성립할 것이다(Zdravkovic & Til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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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을 통해 독립변인인 주의 정도
와 노출빈도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I.A.T를 이용
한 암묵적 측정은 주의 정도와 노출빈도에 대해 연상 강도를 나타내는 D
측정값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설문지를 이용한 명시적 측정은 주의 정
도․노출빈도와 브랜드 태도간의 집단 간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표 1> 연구 가설

가설

내용
높은 주의 정도에서,

가설 1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남성적 이벤트 스폰서십-남성적 이미
지와 여성적 이벤트 스폰서십-여성적 이미지의 암묵적 연상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낮은 주의 정도에서,

가설 2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남성적 이벤트 스폰서십-남성적 이미
지와 여성적 이벤트 스폰서십-여성적 이미지의 암묵적 연상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높은 주의 정도에서,

가설 3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명시적 측정의 브랜드 태도가 좋아질
것이다.
낮은 주의 정도에서,

가설4

노출빈도가 높아도 명시적 측정의 브랜드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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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실험 설계 및 조사 절차
본 연구는 주의 정도와 노출빈도에 따른 브랜드 태도를 암묵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을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가지의 사전조사
(① 스포츠 이벤트 선정, ② 이벤트를 후원하는 브랜드 선정, ③ 이벤트의
이미지 선정)를 바탕으로 실험 자극물을 제작한다. 실험 자극물 제작에 있
어 2가지의 독립변인인 주의 정도와 노출빈도에서 주의 정도는 Pham &
Vanhuele(1997)의 선행연구 바탕으로 높은 주의 정도를 4초 노출, 낮은 주
의 정도를 2초 노출로 조작하였으며 노출빈도는 1번과 3번으로 조작하였
다.
실험 자극물에 노출된 대상자의 태도(Attitude)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Target brand 외에 실험 자극물에서 독립변인에 필요한 Filler Brand(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브랜드)도 Target Brand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실험 영상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실험 자극물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암묵적 측정과 명
시적 측정을 진행하였다. 4개의 집단으로는 ① 높은 주의 정도(4초 노출)에
서 노출빈도가 높은(3번) 집단 ② 높은 주의 정도(4초 노출)에서 노출빈도
가 낮은(1번) 집단 ③ 낮은 주의 정도(2초 노출)에서 노출빈도가 높은(3번)
집단 ④ 낮은 주의 정도(2초 노출)에서 노출빈도가 낮은(1번) 집단으로 분
류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는 실험 자극물을 시청한 후 암묵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암묵적 측정은 Greenwald et al.(2003)의 Im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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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Test(I.A.T) 방법을 사용하여 브랜드 태도를 측정한다. 명시적
측정은 브랜드 태도 측정을 위해 안광호 외(2009)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토
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브랜드 태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실험
설계에 따른 암묵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 결과 값을 계산하여 독립변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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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 - 1
예비조사-1의 목적은 암묵적 측정인 Implicit Association Test(I.A.T)의
실험연구를 위해 연상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Category(범주)를 선정하기 위
함이다. 실제 선행연구 및 하버드대학교에서 사용하는 I.A.T 방법으로는
① President I.A.T ② Gender-Career I.A.T ③ Weapons I.A.T 등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의 category를 통해 암묵적 연상을 측정하였다. Priluck
& Till(2010)에 의하면 I.A.T는 서로 구별되는 한 쌍의 개념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며, 특히 예전부터 확립되어 오며 본질적으
로 상반되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Priluck & Till(2010)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의 category를 선정을 위해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1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category인
남성적 스포츠 이벤트와 여성적 스포츠 이벤트를 선정하였으며, 7점 척도
를 통해 각 이벤트를 대표하며 높은 점수를 기록한 종목을 각각 한 종목씩
선정하여 I.A.T 실험의 기본단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예비조사-1의 결과, 남성적 스포츠 이벤트에 1위로는 월드컵(축구)가 가
장 높은 점수인 6.1점을 나타냈고(2위 야구 5.9점, 3위 농구 5.8점 순), 여성
적 스포츠 이벤트에는 1위로 피겨스케이팅이 6.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2위 골프 6.0, 3위 테니스 5.8점 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I.A.T에 사용될 category는 남성적 스포츠 이벤트로 월드컵이, 여성적 스포
츠 이벤트로 피겨스케이팅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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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 2
예비조사-2의 목적은 예비조사-1을 통해 선정된 Category(범주)에 본 연
구의 주제에 부합하게 브랜드 태도를 측정을 위한 브랜드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I.A.T의 선행연구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Category(범주)에
포함되는 단어(명사)를 화면에 노출시켜 연구 대상자가 이를 분류하게 한
다. 이에 본 연구의 실험단계에서도 각기 다른 성격의 Category인 월드컵
과 피겨스케이팅에 포함되는 브랜드를 분류하기 브랜드를 선정한다. 본 연
구에서 I.A.T는 실험대상자가 독립변인에 따라 다르게 제작된 실험자극물
을 시청한 후 브랜드 태도에 포함되는 2가지 요소인 브랜드와 브랜드 이미
지의 연상 강도를 측정한다. 브랜드 선정 단계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고
려해야 할 부분이 각각의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개인(연구 대상자)의 브
랜드인식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Pham & Vanhuele(1997)의 연구에서, 실
험 자극물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사용은 실험적 오류와 잠재적인 혼동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Nike라는 브랜드에 대해 A라
는 사람은 1에서 10까지의 인식정도 중 4정도를 알고 있는 반면, B는 1정
도를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실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생긴
다.
브랜드에 대한 개인의 인식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예비조사-2에서는 실제 월드컵과 피겨스케이팅을 후원하고 있는 브랜드
중 인지도가 가장 낮은 브랜드를 선정한다. 실제 월드컵과 피겨스케이트
(ISU)를 후원하고 있는 브랜드 중 각 12개의 브랜드를 선택하여 브랜드 인
지도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체육전공자와 비체육전공자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7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모른다’를 1점, ‘매우 잘
안다’를 7점으로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예비조사-2의 결과, <표1>과 같이 인지도가 가장 낮은 브랜드로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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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① Gatoro(1.37) ② CENTAURO(1.30) ③ YINGLI(1.14) ④ Itau(1.29),
피겨 스케이팅은 ① DOW(2.33) ② Adecco(1.25) ③ Diloitte(1.51) ④
ACER(2.03)로 각각 4개씩 선정하여 실험자극물 제작 및 I.A.T 실험에 사
용한다.
<표 2> 스포츠 이벤트 브랜드 선정

* (

월드컵 브랜드

피겨 스케이팅 브랜드

Garoto(1.37)

DOW(2.33)

CENTAURO(1.30)

Adecco(1.25)

YINGLI(1.14)

Diloitte(1.51)

Itau(1.29)

ACER(2.03)

) : 괄호 안은 인지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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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조사 – 3
예비조사-3은 예비조사-1을 통해 선정한 ‘월드컵’과 ‘피겨 스케이팅’이라
는 Category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벤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정하여 I.A.T에서 나오는 브랜드와 이미지간의 연상 강도를 통
해 브랜드 태도를 측정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이미지는 ‘Good’,
‘Bad’, ‘Beautiful’, ‘Ugly’ 등으로 형용사를 제시하여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Category(스포츠 이벤트)에 맞는 형용사
를 각각 20개씩 선정하여 일반인 8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월드컵
이벤트와 어울리는 형용사 20개, 피겨 스케이팅 이벤트와 어울리는 형용사
20개를 사전에 제작하여 설문지를 통해 그 중 8개씩 선정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2>와 같이 예비조사-3에서는 월드컵과 피겨 스케이팅 이벤
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각각 8개씩 선정하였고, 선정된 이미지는 I.A.T
실험에서 필요한 브랜드와 이미지 간의 연상 강도 측정에 사용된다.
<표 3> 스포츠 이벤트 이미지 선정
피겨 스케이팅

월드컵 이미지

이미지

빠른

우아한

활동적

여성스러운

건강한

하늘하늘한

열정적

고상한

팀워크

세련된

전략적

섹시한

협동적

관능적인

정신력

고급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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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자극물 제작
총 3단계의 예비 조사를 통해 선정한 ① 스포츠 이벤트 ② 실제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 ③ 스포츠 이벤트를 떠올
렸을 때 생각되는 이미지로 실험 자극물을 제작한다. ‘월드컵 브랜드’에는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선수 사진에 해당 Target Brand를 배치하여 자극물
을 제작하고, ‘피겨 스케이팅 브랜드’에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사진에 피겨
스케이팅의 Target Brand를 배치하여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각각 4개씩 총 8개의 실험 자극물을 완성하고, Filler Brand(실험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연구 대상자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자극
물)는 스포츠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월드컵과 피겨스케이팅을 후원한
브랜드로고를 넣은 사진으로 39개를 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iller Brand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 대상자의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림 6] 실험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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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mplicit measure(I.A.T)
본 실험에서 암묵적 측정은 선행 연구인 Banaji(2003)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총 3단계를 통해 선정한 서로 상반되는 개
념의 ‘월드컵’과 ‘피겨 스케이팅’ 이벤트에 해당하는 브랜드와 이미지 간의
연상 강도를 파악하여 브랜드 태도를 분석한다. 아래의 <표 3>은 I.A.T
진행단계를 나타낸다.
<표 4> I.A.T 진행단계
Left-key반응

Right-key 반응

(E키)

(I키)

Practice

월드컵 브랜드

피겨 스케이팅 브랜드

20

Practice

월드컵 이미지

피겨 스케이팅 이미지

3

20

Practice

월드컵 브랜드 or

피겨스케이팅 브랜드 or

월드컵 이미지

피겨스케이팅 이미지

4

40

Test

월드컵 브랜드 or

피겨스케이팅 브랜드 or

월드컵 이미지

피겨스케이팅 이미지

5

20

Practice

피겨스케이팅 브랜드

월드컵 브랜드

6

20

Practice

피겨스케이팅 브랜드

월드컵 브랜드 or

or 월드컵 이미지

피겨스케이팅 이미지

7

40

Test

피겨스케이팅 브랜드

월드컵 브랜드 or

or 월드컵 이미지

피겨스케이팅 이미지

단계

시도횟수

기능

1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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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는 총 7단계로 진행되며 연습단계인 1〜3단계, 5〜6단계와 테스트
단계인 4단계, 7단계로 구분된다. 연구 대상자는 앞서 시청한 실험 자극물
을 보고 암묵적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총 7단계로 구분되는 이유는 실험
단계에 앞서 연습단계를 통해 I.A.T 실험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며 테스
트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단계는 화면에 나타나는 브랜드를 ‘월드컵 브랜드’와 ‘피겨 스케이팅 브
랜드’ 카테고리에 분류하는 단계이다. 화면에 나타나는 브랜드가 ‘월드컵
브랜드’에 속하게 되면 실험 대상자는 키보드에서 ‘E’키를, ‘피겨스케이팅
브랜드’에 속하게 되면 ‘I’키를 눌러 분류한다. 만약 브랜드를 제대로 분류
하지 않으면 화면에 빨간 글씨가 나타나며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1단계는
총 20개의 브랜드가 나타난다.
2단계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단계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한 이미지가
화면 가운데에 나타나고 실험 대상자는 이를 분류하면 된다. 화면에 나타
나는 이미지가 ‘월드컵 이미지’에 속하면 실험 대상자는 키보드의 ‘E’키를,
‘피겨스케이팅 이미지’에 속하면 ‘I’키를 눌러 분류한다.
3단계는 복합단계로 화면에 나타나는 브랜드 또는 이미지를 ‘월드컵 브
랜드 or 월드컵 이미지’, ‘피겨스케이팅 브랜드 or 피겨스케이팅 이미지’ 카
테고리에 분류하는 단계이다. 브랜드와 이미지 단어가 각 10번씩 화면 가
운데에 나타나며 나타나는 순서는 무작위(Random)형식이다.
4단계는 테스트단계로써 3단계의 연습단계를 다시 한 번 더 진행하게 된
다. 이 단계에서는 브랜드 20개와 이미지 20개가 나타나며 순서는 무작위
(Random)방식이다. 3단계와 4단계는 ‘월드컵 브랜드-월드컵 이미지’, ‘피겨
스케이팅 브랜드-피겨스케이팅 이미지’ 카테고리로, 해당 카테고리의 연상
강도가 높은 단계이며 이를 ‘Compatible’이라고 일컫는다.
5단계는 1단계와는 반대로 왼쪽이 ‘피겨스케이팅 브랜드’, 오른쪽이 ‘월드
컵 브랜드’로 화면 가운데에 나타나는 브랜드가 피겨스케이팅 브랜드면 키
보드의 ‘E’키를 누르고 월드컵이면 ‘I’키를 눌러 분류하게 된다. 총 2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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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화면에 무작위로 나타난다.
6단계는 ‘월드컵 브랜드 or 월드컵 이미지’, ‘피겨스케이팅 브랜드 or 피
겨스케이팅 이미지’로 진행된 3단계에서 브랜드 카테고리의 위치가 바뀌었
다. 즉, 화면 가운데에 나타나는 브랜드와 이미지가 ‘피겨스케이팅 브랜드
or 월드컵 이미지’에 속하게 되면 ‘E’키를, ‘월드컵 브랜드 or 피겨스케이팅
이미지’에 해당하면 ‘I’키를 눌러 분류하게 된다. 총 20개의 단어가 무작위
로 나타난다.
7단계는 4단계와 마찬가지로 테스트단계이다. 5단계와 6단계의 연습과정
을 통해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킨 후 실험에 임하
게 된다. 6단계에서 나타난 카테고리 분류를 다시 한 번 더 진행하며 브랜
드 20개, 이미지 20개가 무작위로 나타나고 실험 대상자는 이를 분류하게
된다. 6단계와 7단계는 한 쌍으로 묶인 카테고리의 연상 강도가 낮다. 이를
‘Non-Compatible’이라 일컬으며 서로 호환(연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Banaji, 2003).

[그림 7] I.A.T 실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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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실제 I.A.T에서 진행되는 실험 화면이다. 해당 화면은
Compatible단계인 3단계와 4단계의 화면으로, 화면 위쪽에 나뉘어져 있는
카테고리의 연상 강도가 높은 단계이다. 화면 가운데에 카테고리에 해당하
는 브랜드 또는 이미지가 하나씩 나타나며 정확하게 분류하면 다음 단어가
나타나고,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으면 화면에 빨간 X표시가 나타난다.
I.A.T의 결과자료 처리는 선행연구인 Brunel et al(2004)의 연구를 토대
로 한다. I.A.T는 실험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집
단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반응시간이 0.3초 미만 혹은 1.5초 초과할
경우 실험오류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카테고리 분류에서
잘못 분류하였을 경우 해당 반응시간 값에 0.5초를 더한 값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는 실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반응속도를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경우로 실험적 오류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잘못 분류된 반응시간 값을
결과분석에 사용할 수 없어 I.A.T 실험에서는 0.5초라는 penalty(불이익)시
간을 더해 결과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I.A.T를 통한 브랜드 태도평가는 D 측정값을 사용한다.
Rudman & Ashmore(2007)은 D 측정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월드컵 브랜드
-월드컵 이미지, 피겨 스케이팅 브랜드-피겨 스케이팅 이미지’가 ‘월드컵
브랜드-피겨 스케이팅 이미지, 피겨 스케이팅 브랜드-월드컵 이미지’보다
더 강한 연상 강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D값을 측정하는 방법은 [그림 7]
과 같다.
7단계 평균 반응속도 – 4단계 평균 반응속도
D measure =
4단계와 7단계의 모든 반응속도의 표준편차

[그림 8] D 측정값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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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plicit measure(설문지)
명시적 측정은 설문지를 통해 Likert 7점 척도로 브랜드 태도를 측정하
였다. 명시적 측정방법으로 사용되는 설문지는 브랜드 태도를 측정하는 선
행연구 안광호 외(2009)의 브랜드 태도 문항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실험에 맞게 제작하였다.
<표 5> 명시적 측정방법 - 설문지 문항
전혀

매우

그렇지

그렇다

않다

1

2

3

4

5

6

7

1. OOO 브랜드에 호감이 간다.
2. OOO 브랜드는 고급스럽다.
3. OOO 브랜드에 관심이 간다.
4. OOO 브랜드에 신뢰가 간다.
5. OOO 브랜드는 우수하다.

명시적 측정에서의 브랜드 태도는 호감도, 고급스러움, 관심도, 신뢰성,
우수성으로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변인에 따른 집단별
평균을 통해 브랜드 태도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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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립변인
(1) 주의 정도
본 실험에서의 첫 번째 독립변인은 주의 정도이다. 실험 자극물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주의 정도는 다양하다. 개인마다 주의 정도가 달라 실험 자
극물을 높은 주의 정도와 낮은 주의 정도로 설정하였다. 높은 주의 정도를
4초 노출, 낮은 주의 정도를 2초 노출로 조작하여 연구 대상자가 해당 자
극물을 시청하는 데에 대한 주의 정도를 시간으로 통제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주의 정도를 4초 노출, 2초 노출로 정한 이유는 암묵적 측정과 스폰
서십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집단 간의 차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2) 노출빈도
두 번째 독립변인은 노출빈도로 1번 노출과 3번 노출로 노출빈도를 조작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노출빈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구체적
인 횟수의 언급이 없어 선행연구인 Pham & Vanhuele(1997)의 연구를 토
대로 하였다.
1번 노출은 ‘월드컵 브랜드’와 ‘피겨 스케이팅 브랜드’ 8개가 한 번씩 노
출되고, 노출되는 Target Brand 사이사이에 Filler Brand를 5개씩 넣어 총
47개의 화면이 나타나게 설정하였다.
3번 노출은 ‘월드컵 브랜드’와 ‘피겨 스케이팅 브랜드’ 8개의 브랜드를 3
번씩 노출되게 하였고, 각 Target Brand 사이사이에 Filler Brand를 1개씩
배치하여 총 47개의 화면이 나오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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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암묵적 측정 60명, 명시적 측정
73명으로 진행하였다.
<표 6> 연구 대상
암묵적 측정(60명)
1번 노출

명시적 측정(73명)
15명

높은 주의 정도

1번 노출

17명

3번 노출

17명

1번 노출

16명

3번 노출

23명

높은 주의 정도
3번 노출

16명

1번 노출

15명

낮은 주의 정도

낮은 주의 정도
3번 노출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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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 중 데이터 사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I.A.T 결과 4개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암묵적 측정 데이터
60명, 명시적 측정 데이터 73명의 자료를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4개의 가설 모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t-test를 통해 집단별 평균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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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연구가설 1 - ‘높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남성적 이벤트
스폰서십-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벤트 스폰서십-여성적 이미지의 암묵
적 연상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연구 문제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7>와 같이 나타났다.
<표 7> 연구가설 1에 대한 결과 값
평균
구분

D
measure

표준편차

F-1

F-3

(n=15)

(n=16)

0.56

0.95

F-1

F-3

0.24

0.27

t값

p값

-3.208

0.005*

*.p<0.05

D측정값을 통해 나타난 t값은 –3.208로 높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에
따라 D값에 차이가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
값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 – 스포츠 이벤트
이미지’의 연상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1에서 높은
주의 정도에서 브랜드가 1번 노출된 집단보다 3번 노출된 집단에서 ‘스포
츠 이벤트 스폰서십과 스포츠 이벤트 이미지’간의 연상 강도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연구가설 1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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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변인에 따른 집단별 암묵적 측정 결과 값(연구가설 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주의 정도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브랜드가 각
각 1번 노출된 집단의 D값이 0.56, 브랜드가 3번 노출된 집단의 D값이
0.95로 노출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0.39의 D값이 상승하였다. 이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 또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에게 브
랜드가 1번 노출되는 것보다 3번 노출이 관중에게 무의식적으로 브랜드를
인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벤트 스폰서십과 이미지의 연상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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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연구가설 2 - ‘낮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남성적 이벤트
스폰서십-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벤트 스폰서십-여성적 이미지의 암묵
적 연상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2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와 같이 나타났다.
<표 8> 연구가설 2에 대한 결과 값
평균
구분

D
measure

표준편차

NF-1

NF-3

(n=15)

(n=14)

0.39

0.98

NF-1

NF-3

0.26

0.25=2

t값

p값

-4.875

0.000*

*.p<0.05

연구가설 2는 실험 자극물이 2초 노출되는 낮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
(1회, 3회)에 따른 연상 강도를 통해 브랜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상
강도 즉, I.A.T를 통해 연구 대상자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화면에 나타나
는 브랜드를 해당 Category와 연결하는 반응속도가 빠를수록 D 측정값은
높게 나오며 이는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의미한다.
<표 5>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낮은 주의 정도에서 브랜드를 1번 노출한
집단보다 3번 노출한 집단의 D 측정값이 높다. t값이 –4.875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p값이 0.05보다 작음을 통해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연구가설 2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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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변인에 따른 집단별 암묵적 측정 결과 값(연구가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번 노출된 집단의 D값은 0.39, 3번 노출된 집단의
D값은 0.98로 0.59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경기 중 시각적으로 보이는 브
랜드에 대한 주의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출될수록 브랜드에 무
의식적으로도 해당 브랜드를 인지를 하며 연상 강도가 높아 궁극적으로 브
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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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3 검증 결과
연구가설 3 - ‘높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명시적 측정의
브랜드 태도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고, 아래의 표와
같은 결과 값이 나타났다.
<표 9> 연구가설 3에 대한 결과 값
평균
구분

브랜드
태도

표준편차

F-1
(n=17)

F-3
(n=17)

F-1

F-3

2.25

4.07

0.98

1.54

t값

p값

-3.812

0.001*

*.p<0.05

연구가설 3과 4는 암묵적 측정인 I.A.T로 진행된 연구가설 1과 2와 달리
설문지 기법인 명시적 측정방법으로 스폰서십에 대한 브랜드 태도를 분석
한다. 브랜드 태도를 측정하는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실험 자극물이 4초 노출된 높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 1번 집단과 3
번 집단의 차이인 t값은 –3.812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p
값이 0.0001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노출빈도가 증가할수록 브랜드 태
도가 좋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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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변인에 따른 집단별 명시적 측정 결과 값(연구가설 3)

명시적 측정인 설문지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평균값이 7점에 가까울수
록 브랜드 태도가 더 좋아짐을 나타낸다. 호감도, 고급스러움, 관심도, 신뢰
성, 우수성 총 5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브랜드 태도에서 노출빈도
가 1번인 집단이 2.25, 3번인 집단이 4.07로 노출빈도가 증가할수록 브랜드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적 측정은 연구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 자신이 본 브랜
드를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판단하여 해당 브랜드를 평가하게 된다. 경기
도중 눈에 띄는 브랜드를 관중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브랜드의 노출빈도
가 높을수록 관중은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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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4 검증 결과
연구가설 4 - ‘낮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가 높아도 명시적 측정의 브
랜드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연구가설 4에 대한 결과 값
평균

표준편차

구분

브랜드
태도

NF-1
(n=16)

NF-3
(n=23)

NF-1

NF-3

1.20

1.27

0.40

0.40

t값

p값

-0.436

0.666*

*.p<0.05

낮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에 따른 집단 간의 평균값은 각각 1.20와
1.27로, 노출빈도가 증가하여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노출빈도가
1번인 집단과 3번의 집단의 차이는 0.07로 노출빈도에 따른 브랜드 태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며, p값이 0.666으로 0.05보다 큰 값을 보여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4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어 ‘낮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가 높아도 명시적 측정의 브랜드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연구문제를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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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변인에 따른 집단별 명시적 측정 결과 값(연구가설 4)

연구가설 4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장에 브랜드의 노
출 시간이 짧아 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노출빈도만 많아지면 스폰
서십 효과가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를 통해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 정도와 노출빈도는 동일하지만, 측정 방법인 암묵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방법에 따라 브랜드 태도의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명시적 측정으로 브랜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 암묵적 측정과 달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따
라서 낮은 주의 정도에서는 노출빈도를 증가하여도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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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후원사의 스폰서십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하여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과 노출빈도의 횟수로 변인을 조절하여
암묵적 측정인 Implicit Association Test와 명시적 측정인 설문지 기법으
로 집단 간의 브랜드 태도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스폰서십 효과 분석에 설문지 기법인 명시적 측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해외 연구에서 소비자 심리를 측정하는 기법인
Implicit Association Test(I.A.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기법인 암묵적 측정과 매니지먼
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온 명시적 측정을 하나의 연구에 사용하여 비
교·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연
구되지 않은 심리학적 연구기법인 I.A.T와 일반 양적연구에서 사용하고 있
는 설문지 기법을 사용하여 브랜드 태도를 측정한 후 스폰서십 효과를 분
석하였다.
경기장 A-보드, 선수 유니폼, 가상광고 등을 통해 노출되는 브랜드는 경
기장을 찾은 관중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주
의를 끌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이를 브랜드 노출에 따른 관중들
의 관심을 주의 정도와 노출빈도 2가지의 독립변인으로 통제하여 브랜드
태도를 통하여 스폰서십 효과의 유무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암묵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측정 방법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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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가설 1은 주의 정도와 노출빈도에 따라 ‘스포츠 이벤트 브
랜드-스포츠 이벤트 이미지’의 암묵적 연상 강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주
의 정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높은 주의 정도를 4초 노출, 낮은 주의 정
도를 2초 노출하여 연구 대상자가 실험 자극물을 시청하는 데에 통제를 두
었다. 또한, 노출빈도를 1번과 3번으로 나누어 주의 정도에 따른 노출빈도
로 집단을 구분하여 암묵적 측정(I.A.T)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높은 주의 정도에서 브랜드가 1번 노출된 집단보다 3
번 노출된 집단에서 ‘스포츠 이벤트 브랜드-스포츠 이벤트 이미지’ 간의 암
묵적 연상 강도가 높음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하여 연구가
설 1을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Implicit Association
Test(I.A.T)연구에서 노출빈도가 연상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동
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Pham, 1997).
두 번째, 연구가설 2는 낮은 주의 정도에서 노출빈도 1번과 3번인 집단
간의 암묵적 연상 강도로 브랜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낮은 주의 정
도는 브랜드의 노출 시간을 2초로 설정하여 자극물을 시청하는 연구 대상
자에게 노출되는 브랜드에 대해 인식을 낮도록 통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측정 도구는 연구가설 1과 동일하게 암묵적 측정도구인 I.A.T로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낮은 주의 정도에서 연구 대상자는 의식하지 않은 상
태에서도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브랜드의 노출빈도가 증가할수록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어, 연구가설 2를 통계적 유의수준 하
에서 지지한다. 이는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이 스폰서십에 대해 인식을 하
지 못하더라도 노출되는 브랜드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관중은 무의식적으로
해당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선
행연구에서 스폰서십 효과 측정에 있어 암묵적 측정을 이용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연구가설 1과 2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암묵적 측정이 스폰서십 효
과를 분석하는 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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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연구가설 1과 2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주의 정도에 관계없이 노출빈
도가 상승함에 따라 ‘스포츠 이벤트 브랜드-스포츠 이벤트 이미지’의 암묵
적 연상 강도가 모두 높아져 후원하는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
인다. [그림 11]은 연구가설 1과 2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높은 주의 정도

D
측정값

낮은 주의 정도

0.5

높은 주의 정도
낮은 주의 정도

1

3
노출빈도

[그림 13] 연구가설 1과 2의 결과 비교

세 번째, 연구가설 3은 설문지 기법인 명시적 측정방법으로 독립변인인
주의 정도와 노출빈도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무의식적
인 판단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암묵적 측정과 달리, 명시적 측정은 연구 대
상자가 시청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떠올려 설문 문항에
답을 하게 된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브랜드
에 노출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접하고 빈도수가 증가할수록 해
당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였다. 연구가설 3은 안광호
외(2009)의 선행연구와 같이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가 좋아진다
는 결론과 일치하였다.
네 번째, 연구가설 4는 연구가설 3과 달리 낮은 주의 정도에서의 브랜드
태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실험 결과 노출빈도가 1번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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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번인 집단의 결과 값이 각각 1.20과 1.27을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수
준 하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경기장에서 브랜드의 노
출이 잘 되지 않아 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가 끝난 뒤 관중에게
해당 브랜드에 대해 질문을 해도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하며 브랜드
태도에서 긍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명시적 측정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설 3과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높은 주의 정도

브랜드
태도

높은 주의 정도

2.0

낮은 주의 정도

낮은 주의 정도

1

3
노출빈도

[그림 14] 연구가설 3과 4의 결과 비교

연구가설을 모두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의의는 낮은 주의 정도에서 노
출빈도가 높았을 때 명시적 측정으로는 스폰서십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암묵적 측정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의 집중 정도가 낮은 경우 노출빈도를 증가시켜도 스폰서십 효과가 없다
는 결론을 반박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널리 사용하는 설문지
기법인 명시적 측정에서는 브랜드 태도에 변화가 없어 스폰서십 효과가 나
타나지 않지만, 연구 대상자의 자기 통제에서 벗어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진행된 암묵적 측정에서는 스폰서십 효과가 나타나 학술적, 실무적 분야에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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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스폰서십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심
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I.A.T를 매니지먼트 연구와 결합하여 두 가지 측
정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어 본 연
구의 학문적 시사점이 된다.
첫째, Implicit Association Test라는 측정기법은 해외 심리학연구에서 많
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심리 파악을 위해 I.A.T를
통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스폰서십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된 측정방
식이 명시적 방법(Explicit measure)으로 진행되어 획일화된 결과들로 산재
해 연구의 차별성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I.A.T 기법을 스포츠매니지먼트에 적용하여 경기장을 찾은 관중의 심리를
파악 후 브랜드 태도를 측정·분석하여 이 결과 값을 기존에 진행되어 온
명시적 측정법과 비교 후 스폰서십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측정
방법 간 결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스폰서십 효과를 측정을 위해 자기 통제가 가
능하며 의식적인 수준에서 명시적 측정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해 왔다
(하주용 외, 2011). 하지만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A-보드, 선수 유니폼 등
을 접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브랜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내용이나 선수들의 활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후원하는 브랜드에 대해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묵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
에 따른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
기장 A-보드, 선수 유니폼, 가상 광고로 이루어지는 스폰서십에 대해 차이
점을 발견하였고 스폰서십 측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 66 -

3. 실무적 시사점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 메인 스폰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
는 이유는 투자대비 더 큰 스폰서십 효과가 있어 이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메인 스폰서가 아니더라도 경기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작은 광고들도 효과가 있고 관중들도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혔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
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스폰서십 효과를 볼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 실무자들은 다양한 스폰서십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월드컵은 협동적인 스포츠이다.’, ‘피겨 스케이팅은 고급스럽다’와
같이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갈지 판단하여 추구하는 이미지
와 부합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선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후원하는 브랜드
와 스포츠 이벤트 이미지 간의 연상효과가 발생하며, 브랜드의 이미지가
스포츠 이벤트의 이미지와 동질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셋째, 브랜드에 대한 암묵적 연상이 구매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기장에서 노출되는 브랜드를 통해 궁극적으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무자들에게 암묵적 연상을 통한 브랜드 태도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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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스폰서십 효과를 주로 명시적 측정방법으로 진행
해 왔다(Zdravkovic & Till., 2012).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명시적 측정과
상반되는 암묵적 측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 국내에서는 생소한 심
리학적 기법인 I.A.T를 스폰서십과 접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
기존 스폰서십 효과와 상반되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
문적인 의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
켜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과 설문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제 스포
츠 이벤트와 최대한 동일하게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였으며 통제된 환경
(computer lab)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자극물은 스틸컷(Still Cut)으
로 구성하여 연구 대상자가 실제 스포츠 이벤트(월드컵, 피겨 스케이팅)에
서 관람한 것과 최대한 유사하게 제작하도록 노력하였지만, 실험실 화면과
실제 이벤트 현장에서의 관중의 몰입정도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실험함에 있어 독립변인을 통제해야 하므로 실제 경
기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기에 모든 변인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몰입도와 유사한 자극물을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한
다면 스폰서십 효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암묵적 측정 연구대상은 총 60명이다. 대부분 선행연구
에서는 1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
터를 수집하였지만,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
터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별로 20명 이상의 데이터를 확
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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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경기장에 자사의 브랜드를 배치하여 노출로 인한 스폰서십 효과를 기대
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폰서십 가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스포츠 소비자는 경기를 보면서 경기
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브랜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 내용이나 선수에 집중하는 스포츠 소비자가 의식
적,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브랜드 노출을 기반으로 브랜드 태도에 대한 암
묵적 측정과 명시적 측정방법을 진행하여 스폰서십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주의 정도에서 브랜드의 노출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
단이 암묵적 연상 강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이는 스포츠 소비자가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스포츠 이벤트 이미지’의 연상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낮은 주의 정도에서 브랜드의 노출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
단이 암묵적 연상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스포츠 소비자가 경기장에
배치되어 있는 A-보드, 유니폼 브랜드보다 경기 내용과 선수에 집중을 하
더라도 해당 브랜드를 무의식적으로 인식하여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이게 된다.
셋째, 높은 주의 정도에서 브랜드의 노출빈도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
단이 노출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낮은 주의 정도에서는 브랜드의 노출빈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
단 간의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는 경기 중 눈에 띄지 않는 브랜드라도
명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스폰서십 효과가 나타
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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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Sponsorship Effect
based on Brand Attitude
: Comparison of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ment

Jang, Hyeon-s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cademic research and in the sport industry, understanding the
consumer’s psychology related to brand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Based on consumer psychology, the brand value requires consumers to
respond to questions regarding brand loyalty, brand stimulation, and
brand awareness: In general, this is the most common method to
measure brand attitude depending on the consumer’s response. There
are two methods to measure brand attitude. One is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an implicit measurement system, which
measures the unconscious judgment of the consumer with an absence
of self regulation. The other method, which is an explicit measurement
system, is to remind the previous brand that the consumer has been
exposed, and to fill out a survey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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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sponsorship effect based
on the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ment system, which has two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measuring brand attitude. In order to mee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wo independent variables, attention level
and exposure frequency, which influences sponsorship effect, were
controll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nd the effect
was measured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ceed with an experimental study, a stimulus was
produced. Based on the I.A.T from previous researches, a different
stimulus was designed for each event. For men, the World Cup, and for
women, figure skating. A stimulus for each event was made with an
actual brand sponsoring the event, combined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 of attention level and exposure frequency.
To minimalize the possible cognitive bias through watching the
stimulus, a filler brand that disperses the concentration of the research
subject was placed in between the target brand. A total of 53 subjects
for implicit measurement, and a total of 73 subjects for explicit
measurement was collected.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1.0,
and a t-test was applied to compare the average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 of the study follows. First, the level of implicit image
reminder was high as the frequency level increased among high and
low attention level subjects in the two events: World Cup sponsorship
and World Cup image, and figure skating sponsorship and figure
skating image. This reflects that as the level of exposure frequency
increased, consumers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exposed brand.
Second, in the condition of explicit measurement, when th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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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the brand increases in high attention level, there was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brand. However, in low attention level, despite the
frequency level, there was no change towards brand attitud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applying an implicit
measurement system to measure the sponsorship effect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using just explicit measurement application, such as
surveys.
Keywords: Brand Attitude, Sponsorship, Implicit measure, Explicit
measure, Sports Event,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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