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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이 미치는 

가상광고 효과 연구

- TV 프로그램 장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박 미 래

  본 연구는 설득지식모델을 바탕으로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

품 간의 일치성이 미치는 인지적/감정적 광고효과에 대한 포괄적 실

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감정적 광고효과 중 부정적 광고태도를 

분석하여 가상광고를 집행하는 실무자로 하여금 가상광고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가능케 했다. 또한, 프로그램 장르를 조절변

수로 두어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

이 미치는 인지적/감정적 광고효과 차이를 분석한 국내·외 최초의 

논문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2009년 가상광고가 본격적으로 돌입된 이후로 가상광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는 날로 커지는 한편, 가상광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물리적, 시간적 제약 및 시청자의 재핑

(Zapping)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상광고는 위축되어 가는 광고

시장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광고 유형이다. 또한 시장의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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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응에 최근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만 허용되었던 가상광고의 범위를 오락, 스포츠 분야의 보도로 확대

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가상광고 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 TV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2×2의 집단 간 실험설계(Between-subject 

Design)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

치성(일치성 고/저), TV 프로그램 장르 (스포츠/예능)이며, 종속 변인

으로는 브랜드 재인과 광고 태도(긍정적/부정적)를 측정하여 광고 효

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 일치성 측정을 위

한 제품 선정을 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리도구와 자외선 차

단제를 가상광고 상품으로 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브랜드 대신 가상

의 브랜드를 설정하여 가상광고 그래픽을 제작하였다. 가상광고 그

래픽을 편집된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각기 삽입하

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이 미치

는 광고효과와 광고효과에 대한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과 

TV 프로그램 장르의 상호작용효과로 나누어서 분석되었다. 첫째,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이 떨어질수록 브랜드 재인

이 효과적이었지만, 시청자로 하여금 산만스럽다는 부정적 광고태도

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

품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가상광고에 대해 시청자는 긍정적인 광고

태도를 보였다. 셋째,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과 TV 프로

그램 장르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이 떨어질수록 가상광고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방해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불일치성과 브랜드 재인, 일치성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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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태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설득지식모델을 토대로 실증

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검증된 가설들을 바탕으로 가상광고

를 집행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하고 효과적인 광고 집행 전략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가상광고 허용 장르가 확대된 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주요어 : 가상광고, 일치성, 광고효과, 프로그램 장르,
   설득지식모델, 브랜드 재인, 광고태도

   학  번 : 2012-2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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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미디어 시장 내에서 빠르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

디어 광고시장 역시 급변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에서 발행한 <201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에 따

르면, 2013년 2조 1,359억에서 2014년 1조 9,647억으로 2013년 대비

2014년 지상파TV 광고비 규모가 -8% 성장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상파 TV의 프로그램 광고 매출의 비중이 2014년 68.4%,

2015년 66.9%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TV시청자들의 광고 기

피에 따른 재핑(Zapping)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반 광고에 대한 광

고주의 니즈가 축소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TV광고시장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광고 유형이 바로

가상광고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방송되고 있는 지상파 3사 음악예능(KBS2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SBS ’ 판타스틱듀오‘ 등)을 본 시청자 중 해당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음원사이트 가상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또한 가상광고 시청 후 음원을 듣기 위

해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봤다는 비율도 40% 이상 나와 가상광고가

유인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상광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가상광고에 대

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상광고를 시행

한 미국과 유럽에서 조차 가상광고의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수범, 이희복, 신명희, 2013) 국내의 가상광고 연구는 크게 가상

광고와 기존 광고를 비교하거나, 가상광고의 형식, 위치 등에 따라



- 2 -

광고효과를 설명하는 두 가지 유형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강수식,

2013)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상광고의 광고효과에 대한 의견

은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상광고가 일반광고에 비해 효과적이라

고 여겨진다. Bennett, Ferreira, Tsuji, Siders, and Cianfrone(2006)

의 연구에서는 일반 TV광고가 가상광고에 비해 성가시며 덜 신뢰

가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주용, 임수현, 한영주(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가상광고가 경기장 펜스 광고에 비해 브랜드 재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정연, 박승배(2012)는 소비자의 접촉욕구성향을

바탕으로 가상광고가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일반 TV광고에 비해 가상광고가 더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형성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기목적적 접촉욕구 성향이 강할수록 가상

광고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면 상 갑자기 등장하는 가상광고의 특성은 시청자에게 노출된 후

브랜드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 태도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논문에서는 방송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이

브랜드 재인(Recognition) 및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광고효과에 대한 인지적 측면인 재인과 감정적

측면인 태도를 동시에 연구하여 가상광고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실

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광고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부정적 광고태도를 함께 분석하여 가상광고를 집행하는 실무자로

하여금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중계

방송에만 이뤄졌던 기존 가상광고 연구와 달리 예능 프로그램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가상광고의 효과를 측정한 국내·외 최초의 연구로

서 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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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첫째,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

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둘째, 제 2장은 문헌연구 부문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우선적으로 가상광고의

정의, 가상광고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제품 일치성과 설득

지식모델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가설 및 연구주제에 대

한 이론적 토대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광고태도와 관련이 있는

침입성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가 함께 진행되었다.

셋째, 제 3장은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을 제시하는 부문으로 앞서

행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에 따른 가

상광고의 광고효과와 TV 프로그램 장르의 조절적 효과를 함께 검

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넷째, 제 4장은 연구방법 부문으로 제품 일치성, 브랜드 재인, 광

고 태도와 같은 주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설계, 실험 제품, 실험 영상물 및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설

문구성,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서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섯째, 제 5장은 연구결과 부문으로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시작으로 신뢰도 분석과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후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차례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은 결론 및 토의 부문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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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2.1 가상광고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

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한 가상광고의 유형으로는 현재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이 있

다.

종류 설명 예시

소품형

- 실제로 존재하는 소

품이나 배경을 대체

이미지로 노출

- 존재하지 않은 소품

이나 배경을 노출

자막형

- 문자, 숫자, 도형, 기

호 등을 자막 형태로

노출

동영상형

- 이미지, 문자 등의

모양, 크기, 위치를 변

화시키는 등 상당한

움직임을 수반

<표 1> 가상광고의 유형 <출처: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미

디어크리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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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광고 역시 방송통

신위원회의 허가가 떨어진다면 이 역시 가상광고에 포함된다. 현재

자막형과 동영상형 가상광고가 방송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서는 동영상형 가상광고가 주를 이루

고 있다.

가상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TV를 보는 시청자에게만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야구장에서 실제로 관람하는 관중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을 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광고이다.

이처럼 가상광고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롭다. 사전제작을

하는 드라마의 경우 PPL 광고주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광고

는 드라마 제작사의 걱정을 덜어주며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이 나오는 중간에 가상광고가 등장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광고시장에 큰 위협요소로 꼽히고 있는 재핑

(Zapping)현상에도 기존의 텔레비전 광고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

다. 하지만 가상광고는 비싼 비용, 제작진의 절대적 협조(특히 스포

츠 중계의 경우 매우 중요함), 시청권 훼손에 따른 시청자 반발은

기업들이 가상광고 집행을 주저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가상광고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2년 7월 29일 스포츠 중계방송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같은 해

가상광고 도입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지만 이후 각계 이해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2009년 가상광고의 허

용을 포함한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이수

범, 이희복, 신명희, 2010) 하지만 2014년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의 광고 규제 개선안이 의결되면서 방송광고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큰 골자는 광고총량제 전면 시행이었지만, 가상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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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 개정 후

-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

- 지상파, 유료방송 허용시간 동일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

- 허용 장르 확대: 운동경기 중계

→ 운동경기 중계, 오락, 스포츠 분

야의 보도

※ 입법예고안에서 ‘교양’ 제외

- 허용시간 확대(유료방송 등): 프
로그램시간의 5/100 → 7/100

- 시청권 보호 의무 규정

<표 2>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만 허용됐던 가상광

고가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과 예능, 교양, 드라마를 포함한 오락 프

로그램 전체로 허용된 것이다. 다만 오락 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다. 가상광고가 허용된 시간

은 지상파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의 5% 이내, 유료방송은 7% 이내

이다.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비해 오락 프로그램 및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보다 제한적이다. 가상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

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오락 프로그램 및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일 때 동영상형 가상광고는 제한되

지만, 프로그램 중간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엔

모든 종류의 가상광고를 허용한다고 하여 이들 프로그램 중에 동영

상형 가상광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처럼 가상광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상광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

다. 또한 가상광고의 특징에 대한 광고주의 이해 역시 더욱 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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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 일치성

맥락에 대한 심리학, 광고학 선행 연구에서 일치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가 이뤄지고 있다. (Lee & Faber, 2007) Russell(2002)의 연구

에서는 PPL 광고 양식과 플롯 구성의 관계를, Moore와 그의 동료

들(2005)의 연구에서는 배너광고 제품 카테고리와 웹사이트 제품 카

테고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브랜드 광고에 있어 유명인의 효

과는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왔던 영역인데 대

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유명인의 고유 특성 또는 유명인과 브랜드

간의 일치성에 대한 연구였다. (Misra and Beatty 1990; Kamins

and Gupta 1994; Erdogan 1999; Choi and Rifon 2012; Fleck et al.

2012) Misra와 Beatty(1990)는 유명인과 브랜드의 일치가 브랜드를

기억하고 선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Choi와 Rifon, Fleck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2)에서

는 소비자의 측면에 주목하여 유명인 효과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Choi와 Rifon(2012)는 소비자의 자아개념과 유명인

의 이미지 간의 일치성이 유명인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소비자의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와 유명인의 모습이 유사하다 느낄

때, 소비자는 보다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보였다. 또한

유명인과 브랜드의 일치성이 긍정적 광고태도를 갖게 한다는 기존

의 주장을 재확인하였다. Fleck과 그의 동료들(2012)은 유명인에 대

한 일치성과 유명인에 대한 선호의 광고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브랜드와 유명인의 일치성이 유명인에 대한 태도보다 더 큰 효과를

주는 동시에, 유명인에 대한 태도가 일치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광고와 매체 간의 일치성 관련 연구 역시 전통적인 TV광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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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PPL, 웹페이지 내 팝업 광고와 배너 광고, 온라인 게임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Russell (2002), Edwards, Li,

and Lee (2002), Furnham, Gunter, and Richardson (2002),

Moorman, Neijens, & Smit (2002), Moore, Stammerjohan, and

Coulter (2005), Dens, Pelsmacker, Wouters, & Purnawirawan

(2012), Peters and Leshner (2013)) 대부분의 일치성 관련 연구에서

는 어떠한 브랜드가 등장하는 맥락이 일치할 경우 마케팅적 동기는

명백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들이 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

고 가정한다. Russell(2002)의 연구에서는 TV 시트콤에서 PPL 브랜

드의 비주얼과 음성이 일치할 때 소비자들은 더욱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결과를 보였다. Kamins와 그의 동료들(1991)은 TV 프로

그램과 광고의 감정선이 유사할 때 광고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임을

증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연구들에서도 웹사이트 맥락과 일

치할수록 브랜드가 더 유용하고 호의적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하였다

(Edwards, Li, and Lee 2002; Moore, Stammerjohan, and Coulter

2005). Peters와 Leshner(2013)의 연구 역시 애드버게임과 일치성이

높은 브랜드가 그렇지 않은 브랜드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야

기함을 보였다.

하지만 브랜드 기억에 관한 기존 맥락 일치성 연구들은 상당히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광고와 미디어 간 맥락 일치성의 긍정

적 효과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Kahneman의 주의 용량 이론을 바탕

으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Kahneman의 주의 용량 이론(1973)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인지 처리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인지활동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용량이 2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할당된 용량이고 둘째는 여유 용량이다. 여유

용량은 부수적인 업무에 할당된 것으로 주된 업무에 주의를 기울일

수록 여유 용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TV 프로그램을 시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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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는 주된 업무이고, 반면 TV 화면상에 등장하는 광고를 인지

하는 과정은 부수적인 업무인 것이다. TV 프로그램 내용에 시청자

가 더 집중할수록, 광고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하

지만 이미 인지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떠한 메시지는 인지적 점화제

(Cognitive primer)로서 무의식적으로든 자동적으로든 주의가 기울

여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는 좀 더 기억이 용이하다. (Moorman,

Neijens, and Smit 2002; Yi 1990) 또한 그들은 맥락이 유사한 광고

를 접할 때 사람들은 당면한 정보에 관해 덜 예민하게 반응하며, 정

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며, 보다 호의적으로 정보를 평가,

광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반면(Yi 1990), 광고

와 맥락이 불일치할 경우 사람들은 두 개 사이에 이질감을 느끼며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는 광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본다.

Moorman과 그의 동료들(2002)은 잡지와 잡지 광고의 내용 일치

성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인지 심리학의 점화 효과를 예

로 들면서 이미 광고의 주제가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일치성이 높은 광고에 더 쏠린다고 주장했다. 실제

로 그들은 주제와 일치한 잡지 광고 (예: 라이프스타일 잡지 내 의

류 광고)가 불일치한 광고 (인테리어 장식 잡지, 건강 잡지 내 의류

광고)보다 더 재인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유사하게,

Dens와 그의 동료들(2012)은 영화를 통해 PPL의 두드러짐과 영화

구성 일치성이 브랜드 재인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제로 멜로 코미디 영화인 신부들의 전쟁(Bride Wars)을 본 영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부들의 전쟁에 등장한 쥬얼리

업체인 티파니의 PPL 재인율(50.10%)에 비해 배송 업체인 DHL의

PPL 재인율(4.13%)이 월등히 떨어졌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가시성과 독특성 효과를 근거로 내용의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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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사람들이 정보를 기억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예

를 들어, Russell(2002)은 TV쇼에 이미지 PPL을 할 때 피실험자들

이 극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를 일치하는 이미지에 비해 기억을 더

잘했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TV화면과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는 시

청자가 느끼기에 새롭고, 눈에 띄고, 특이하다고까지 느낄 것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Furnham과 그

의 동료들은 음식 관련 프로그램 중간 광고 때 등장한 자동차 광고

가 식품 광고보다, 반대로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 중간 광고 때 등장

한 식품 광고가 자동차 광고보다 훨씬 더 회상율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Furnham, Gunter, and Richardson 2002) 특히 불일

치성이 브랜드 재인 및 회상에 효과적이라는 견해는 최근 뉴미디어

와 함께 새로이 도입된 광고 형태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더욱

지지받고 있다. Moore와 그의 동료들(2005)이 웹 사이트 내 배너 광

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웹사이트와 배너 간 맥락 불일치가

광고 회상 및 재인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아파

트 웹사이트에 등장한 애완동물 용품 가게 배너 광고(M=.70)를 부

동산 업체 광고(M=.40)보다 더 기억을 많이 하였다.

2.3 설득지식모델

Friestad와 Wright가 1994년 연구에서 처음 제시한 설득 지식 모

델은 사람들은 설득 의지를 가진 판매자로부터 본인을 방어하기 위

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Friestad and Wright, 1994) 소

비자는 설득 지식을 활용하여 설득 시도를 인지, 분석, 해석, 평가를

하며 이에 대항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설득 대처 행

동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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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riestad and Wright (1994), 설득 지식 모델

이러한 설득 지식 모델은 소비자 행동론과 설득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전통적인 매

체 광고와 관련한 연구였다. (Campbell and Kirmani 2000, Dahlén

and Edenius 2007, Tutaj and Reijmersdal 2012) Dahlén and

Edenius(2007)는 전통적인 미디어에서의 광고에 비해 새로운 광고

형태가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로서의 느낌을 덜 받게 만들어 소비자

가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연구에서 신문광고에서보다 엘리베이터 판넬의 광고에서 사

람들은 광고메세지에 대해 훨씬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설득 지식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TV광고 형태인

가상광고에 대한 광고효과 연구는 전무하다. 하지만 광고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광고는 방송 도중 인위적으로 삽입되기 때문

에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브랜드 업체의 설득 시도

(Persuasion Attempt)를 바로 인지하게 해서, 설득 이면의 동기

(Ulterior Persuasion Motive)를 파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번 논문

에서는 설득 지식 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가상광고가 미치는

광고 효과를 연구하여 사람들이 가상광고를 시청할 때의 인지적/감

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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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침입성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대다수가 광고가 새로운 유행을 알려주고(81.9%), 새로운 상품이

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81.2%)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응답자의 75.4%가 “광고가 많아서 프로그램이나 콘텐

츠를 볼 때 불편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시청자들은 광고에 대해 이

중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성가심은 주로 광고를 대하는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로 여겨진다.

(Bennett, et al., 2006) 예를 들어, 광고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있거나, 짧은 시간에 많은 광고에 노출될 때 시청자가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갖고 광고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엄기홍

(2012)은 간접광고, 가상광고를 시청 후 성가심이 높게 나왔으며, 이

는 브랜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보이며 선행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Edwards와 그의 동료들(Edwards, Li,

& Lee, 2002) 역시 인터넷 팝업광고가 이용자로 하여금 짜증이 나

게 하면, 이들이 광고를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Ha(1996)는 광고의 침입성을 프로그램이나 기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규정했다. 광고의 첫 번째 목적이 시선끌기이기 때

문에 광고는 콘텐츠의 흐름을 끊으려고 한다. 이로 인해 짜증과 광

고 회피와 같은 행동이 유발된다. 따라서 침입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들은 시청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등장하는

가상광고가 소비자들이 느끼는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SNS광고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Taylor와 그의 동

료들(Taylor, et al., 2011)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침입성이 SNS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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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의 설정 및 연구모형

3.1 연구가설의 설정

시청자들은 TV 프로그램을 볼 때 선택적인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영상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가상광고는 광고의 특성

상 TV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도중에 임의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TV광고처럼 재핑(Zapping) 등의 기피활동으로 피하기가 사실상 불

가능하다. 한편 화면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은 설득 지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시청자는 프로그램 도중에 나오는 가상

광고가 생소하며 독특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특이성 효과로 인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과 일치성이 떨어지는 가상광고의 브랜드가 더

강하게 뇌리에 남게 된다. (Hunt and Worthen 2006) Friestad와

Wright의 설득지식모델(1994)에서는 특정한 설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람들의 설득 지식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언급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종류의 TV 광고에 대해선 덜 주의를 기

울이지만, 예상치 못한 광고 형식이 갑자기 등장할 경우 이에 대한

의식도가 증가하여 설득지식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Lee와

Faber(2007)는 온라인 게임에서 등장하는 PPL의 브랜드 재인 효과

를 연구하였는데, 온라인 게임 상의 일치성이 매우 떨어지는 브랜드

일수록 사람들이 더 잘 기억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에 따라 가상

광고에 대한 회상 정도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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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이 낮을수록 사람

들이 가상광고의 브랜드를 더 잘 기억할 것이다.

한편, Friestad and Wright의 설득 지식 모델(1994)에 따르면 프

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는 가상광고를 접하는 순간 그들의 설득지식

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설득지식이 활성화되면 가상광고의 설득

의도가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며, 영상 내용보다는 왜 그러한

것이 등장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즉, 문맥과 관련 없이

등장한 광고는 시청자로 하여금 침입되었다고 느끼게 하며, 결국 부

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V 프로그램

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이 가상광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2.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에 따라 가상

광고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2-1.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가상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가설2-2.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가상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가설 1>은 특이성 효과로 인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과 일치성

이 떨어지는 가상광고의 브랜드가 더 강하게 뇌리에 남게 된다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특이성 효과는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스포츠 중계에서 가상광고를 보

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올림픽·월드컵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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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국내 프로야구 경기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스포츠 중계 프로

그램에선 가상광고가 등장하는 것이 당연시 느껴진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2014년 12월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가상광고가 허

용되었다. 그동안 가상광고가 생소한 예능 프로그램과 달리 시청자

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가상광고에 대

한 설득 지식이 생성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프로그램과 가상 광고 제품의 일치성이 서로 상호 작

용하여 브랜드 재인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 혹은 약화

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프로그램 장르와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은

가상광고 재인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스포츠 프로그램일 때 불일치성이 미치는 브랜드 재인 효과

는 더 클 것이다.

연구문제 4. 프로그램 장르와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은

가상광고에 대한 태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일 때 불일치성이 미치는 부정적 광

고태도 효과가 클 것이다.

가설 4-2. 예능 프로그램일 때 일치성이 미치는 긍정적 광고태도 효

과가 클 것이다.



- 16 -

3.2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다룬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TV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제품 일치성에 따른 가상광고의 효과를 비교·분석하

고자 한다. 먼저 TV 프로그램 장르는 스포츠와 예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프로그램과 가상광고에 등장하는 제품의 일치성

고/저에 따른 광고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시청자의 브랜드 재인과 광

고 태도에 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한 틀로서 연구모형을 <그림 2>

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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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4.1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4.1.1 제품 일치성

Furnham, A., Gunter, B., & Richardson, F. (2002)의 연구에서 제

품 일치성이란 TV 프로그램과 광고 사이의 내용 유사성 정도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제품 일치성은 Furnham과 그의 동료들의 연

구의 정의와 동일하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Lee & Faber(2007)의

연구를 참고한 (1) ‘(제품)이 실제 (스포츠/요리)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2) ‘(제품)과 연상되는 이미지가 (스포츠/요리)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3) (제품)의 광고는 (스포츠/요

리)에 잘 어울린다.‘의 3개 항목이며, 각 항목은 모두 7점 리커트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보통이다, 5. 그런 편이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

다.

4.1.2 브랜드 재인

일반적으로 광고의 기억효과 측정에는 재인(Recognition)과 회상

(Recall)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기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브랜드 재인을 측정하였다. 재인은 광고가 제시된 후

제시된 정보가 시청자의 머릿속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

정이다. (신종국 2009) 즉, 응답자가 '광고물을 전에 본 적이 있다'

와 같이 광고내용을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가상광고의 재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Brown과 Rothschild (1993)의 연구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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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재인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영상물의 시청이 끝난 후에 피실험자들에게

영상에 나왔던 가상광고를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4개의 가상광고들

과 함께 선택지로 제시하고 실제 삽입된 해당 광고를 정확하게 맞

추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질문지에 제시된 브랜드 중 해당 장

르 TV 프로그램 실험물에 포함된 가상광고 브랜드 1개, 다른 장르

TV 프로그램 실험물에 포함된 가상광고 브랜드 1개, 어느 실험물에

도 포함되지 않은 위장광고 브랜드 3개가 제시되었다. 각각 영상에

삽입된 가상광고 그림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영상을 보는 동안 본

적이 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가 해당 영상에 삽입된 광고

를 정확히 선택할 경우, 1로 코딩하였고, 오답을 선택할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4.1.3 광고 태도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광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

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왔다. (Bennett, Ferreira, Tsuji, Siders,

and Cianfrone, 2006) Brackett & Carr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오

락성, 정보성, 성가심, 신뢰성, 그리고 관련 인구통계특성을 광고 가

치(Value)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삼고 모델을 구축

하였다.



- 19 -

<그림 3> Brackett, L. K., & Carr, B. N. (2001), 광고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기존 광고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전반적인 광고태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광고의 정보성, 오락

성, 성가심 등과 같은 하위요소 중 일부 측면만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보성과 오락성이 광고의 내용적·형식적 요소와 연관되는 한편, 성

가심은 광고의 매체집행 방법에 대한 평가다. (소현진, 박범순 2008)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매체집행 방법으로 여겨지는 가상광고의 광

고효과를 분석하고자 하기에, 선행연구 (Edwards, Li, & Lee 2002,

김선정 & 이양환 2011)에서 사용한 척도들을 참고하여 긍정적·부정

적 광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침입성과 성가심을 포함

한 부정적 광고태도를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7점 리커트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보통이

다, 5. 그런 편이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오락

성, 신뢰성을 포함한 긍정적 광고태도를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7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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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4.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제품 일치성에 따라 2×2의 집

단 간 실험설계(Between-subject Design)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인으

로는 프로그램-제품 일치성(일치성 고/저), TV 프로그램 장르 (스포

츠/예능)이며, 종속 변인으로는 브랜드 재인과 광고 태도를 측정하

여 광고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4.2.2 실험제품 선정

본 연구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안에 삽입된 가상광고 제품의 일

치성 여부를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광고태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프로그램(스포츠/예능-요리)과 제품 간 일치성을

측정하기 위해 2-30대 성인 남·녀 4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치성이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을 각각 3개씩 선정하였다.

구 분 스포츠 프로그램 예능(요리) 프로그램

제품 관련성 고

1. 운동화

2. 이온음료

3. 자외선 차단제

1. 냉장고

2. 조리도구

3. 주방세제

제품 관련성 저

1. 냉장고

2. 조리도구

3. 주방세제

1. 운동화

2. 이온음료

3. 자외선 차단제

<표 3> 프로그램과 제품 간 일치성 측정 대상 제품 선정

선정된 제품을 바탕으로 2,30대 성인 남·녀 64명을 대상으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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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제품 일치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6년 10월 3일-5일 3일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과 제품 간

의 일치성은 Lee & Faber(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7점 리커트형

척도의 3개 항목으로 분석하였으며, 측정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

운동화-스포츠를 제외한 문항에서 cronbach's alpha 계수가 0.8 이

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제품 별 구체적인 측정

항목 신뢰도 분석은 <표 4>와 같다.

프로그램 장르 제품 Cronbach's alpha

스포츠

운동화 0.514
이온음료 0.870

자외선 차단제 0.883
냉장고 0.874
조리도구 0.934
주방세제 0.984

요리

운동화 0.946
이온음료 0.908

자외선 차단제 0.948
냉장고 0.949
조리도구 0.959
주방세제 0.896

<표 4> 프로그램과 제품 간 일치성의 신뢰도 분석

또한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값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의 경우 제품의 일치성 정도는 운동

화 (6.78), 이온음료 (6.52), 자외선 차단제 (5.78), 냉장고 (2.63), 조

리도구 (1.66), 주방세제(1.51) 나타났다. 요리 프로그램의 경우 조리

도구 (6.83), 냉장고 (6.56), 주방세제(5.05), 이온음료 (2.63), 운동화

(1.62), 자외선 차단제 (1.51) 이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선정하였던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이 설문조사 결과 예측과 동일하게 나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신뢰도 분석에서 수치가 낮은 운동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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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를 제외하였고, 둘째, 그 중에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연관성 정

도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포츠와 연관성이 높되 요리와 연관성

이 낮은 제품과 그 반대의 제품을 각기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스

포츠 프로그램과 일치성이 높은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제, 예능(요

리) 프로그램과 일치성이 높은 제품으로는 조리도구를 선정하였다.

기존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하여 자외선 차단제는 ‘삐엘라(Piela)’, 조리도구는 ‘데아코흐

(Derkoch)’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임의로 설정하여 3D 영상툴 프로

그램인 ‘시네마4D(C4D)’를 이용하여 가상광고 실험물을 제작하였다.

가상광고는 3D 형태로 움직임이 있고 프로그램 방영 도중 우하단에

돌출시켰으며, 노출시간은 두 제품 모두 10초로 하여 제작되었다.

위의 사전조사를 토대로 선정된 가상광고 제품은 <표 5>와 같다.

프로그램

일치성 장르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고
자외선 차단제 조리도구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저
조리도구 자외선 차단제

<표 5> 실험 집단 별 가상광고 제품 선정

4.2.3 실험 영상물 선정

프로그램 장르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으로 선

정하였고 이 중 스포츠 중계는 2016 리우 올림픽 육상 남자 200m

예선 경기, 예능 프로그램은 음식을 주제로 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

으로 하였다. 스포츠 중계의 경우 특정 팀에 대한 선호가 실험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프로스포츠(야구, 농구,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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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기는 제외하였다. 둘째, 실험 영상물로 선정된 스포츠 경기는

SBS에서 2016년 8월 16일 밤 12시에 방송된 2016 리우 올림픽 육

상 남자 200m 예선전 경기로 우사인 볼트와 같은 유명선수가 등장

하는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유명인사(Celebrity)의 등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승전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예선전을 선정하여 참가자들의 사전 노

출로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역시 통제하고자 했다. 가상광고는 예선

4조 경기에 대한 선수 기록 그래픽이 나온 후, 화면 우하단에 삽입

되었다.

한편 실험에 선정된 예능 프로그램은 2015년 12월 19일에 방송된

SBS플러스 채널의 <날씬한 도시락2> 6회 방송분 중 일부이다. 셰

프가 나와서 요리를 만드는 장면을 실험영상으로 활용하였다. 요리

에 대한 레시피가 나오는 장면에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

로 화면 우하단에 가상광고가 삽입되었다. 두 실험영상에 삽입된 가

상광고는 현행 가상광고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화면의 4분

의 1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이 일시

정지된 요리 레시피 소개 장면에서 등장하였다. 이를 종합해서 만든

각 실험 영상물은 <표 6>과 같고, 두 영상물 모두 ‘파이널컷 프로’

를 이용하여 편집·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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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스포츠 프로그램 / 조리도구

(B형)

스포츠 프로그램 / 자외선 차단제

(C형)

예능 프로그램 / 조리도구

(D형)

예능 프로그램 / 자외선 차단제

<표 6> 실험 집단 별 영상물

4.2.4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실험 참가자는 편의표본추출을 통해 서울에 위치한 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180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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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제품 일치성에 따라 무작위 할당추출

(Quota sampling)방식으로 총 4개 집단에 배정되었다. 집단에 따라

다르게 제작된 실험 영상물을 각 집단에 따라 시청한 뒤 설문에 응

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실험시간은 실험 영상물을 시청하는 데

5분 정도, 설문지 작성에는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2.5 설문구성

설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실험제작물에

삽입된 가상광고 및 가상광고 브랜드에 대한 재인효과를 측정하는

1가지 문항이 있다. 두 번째는 조작점검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영상물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에 대한 3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세 번째는 가상광고의 침입성을 비롯한 광고 태도를 측정하는

7문항,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질문들로 이루어

져 있다.

4.2.6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는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중

실험에 사용된 영상을 사전에 보았거나 불성실한 응답 또는 가상광

고를 인지하지 못한 28부를 제외한 152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인 SAS 9.3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조

사와 마찬가지로 Cronbach’s Alpha를 알아보았다. 둘째, 가설의 검

증을 위해 집단 간 평균 값 차이 분석을 위한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TV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제품 일치성이 미치는 광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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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실험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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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5.1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실험 참가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이 66명

(43,42%), 여성이 86명(56.58%)으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왔

다. 이는 본 실험에서 실험물로 제작된 영상 중 하나인 스포츠 중계

방송이 올해 열렸던 리우 올림픽 육상 경기를 사전에 시청하였다고

응답한 실험 참가자들의 설문지를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스포츠 중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험 참가자들의 연령은 만 19세∼21세가 72명(47.37%), 만 22∼

24세가 44명(28.95%), 만 25∼27세가 25명(16.45%), 만 28세∼30세가

10명(6.58%), 만 31세∼33세가 1명(0.66%)으로 20대 초반의 응답자

가 많았다.

변인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66 43.42%
여성 86 56.58%

연령

만 19세∼21세 72 47.37%
만 22세∼24세 44 28.95%
만 25세∼27세 25 16.45%
만 28세∼30세 10 6.58%
만 31세∼33세 1 0.66%

<표 7>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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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된 측정 문항들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

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한 3개 문항, 가상광

고에 대한 부정적 광고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 문항, 긍정적 광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3개 문항에 대하여 각각 신뢰도 분석을 하였

다.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한 3가지

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909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가상광고에 대한 부정적 광고태도를 측정하는 4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809가 나와 내적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였다. 반면 가상광고에 대한 긍정적 광고태도를 측정하

는 3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68이 나왔다. 긍정적 광

고태도를 측정하는 3개 문항 중 5번째 질문인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재밌었다.’를 제외할 시 Cronbach's alpha 계수가

0.70으로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설문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에 결과 분석을 실시할 때 해당

문항은 제거하고 광고태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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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항목 수) Cronbach's alpha
프로그램-가상광고 제품 관련성

(3)
0.909

가상광고에 대한 부정적 광고태도

(4)
0.809

가상광고에 대한 긍정적 광고태도

(2)
0.704

<표 8> 측정 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

5.3 조작점검

5.3.1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과 제품 간 일치성

사전조사를 통해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

혀진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보인 조리도구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품 간 일치성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자외선 차단제의 일치성 평균값과

조리도구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01). 구체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일치성 평균값

(M=4.38)은 조리도구의 일치성 평균값(M=2.1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사용된 제품 일치성이 자외선

차단제가 높고, 조리도구가 낮도록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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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조리

도구

자외선

차단제

상황에

사용될

수

있다

38

38

2.13

4.84

1.44

1.52
-8 <.0001****

조리

도구

자외선

차단제

연관이

있다

38

38

1.97

4.21

1.20

1.40
-7.49 <.0001****

조리

도구

자외선

차단제

잘

어울린

다

38

38

2.26

4.08

1.22

1.46
-5.88 <.0001****

조리

도구

자외선

차단제

전체
38

38

2.12

4.38

1.10

1.28
-8.22 <.0001****

<표 9> 제품 일치성에 대한 평균값 차이 (스포츠 중계)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5.3.2 예능 프로그램과 제품 간 일치성

위와 마찬가지로 사전조사를 통해 요리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조리도구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보인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품 간 일치성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자외선 차단제의

일치성 평균값과 조리도구의 평균값이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구체

적으로 조리도구의 일치성 평균값(M=5.27)은 자외선 차단제의 일치

성 평균값(M=2.2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중계 프

로그램과 제품 일치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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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제품 일치성이 조리도구가 높고, 자외선 차단제가 낮도록 조

작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조리

도구

자외선

차단제

상황에

사용될

수

있다

38

38

5.34

2.39

1.28

1.52
9.16 <.0001****

조리

도구

자외선

차단제

연관이

있다

38

38

5.29

2.18

1.09

1.25
11.56 <.0001****

조리

도구

자외선

차단제

잘

어울린

다

38

38

5.18

2.05

1.33

1.06
11.32 <.0001****

조리

도구

자외선

차단제

전체
38

38

5.27

2.21

0.92

1.17
12.65 <.0001****

<표 10> 제품 일치성에 대한 평균값 차이 (예능)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5.4 가설 및 연구문제 분석 결과

<가설 1>과 <가설 2>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 값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

제 4>의 분석은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여, 종속

변인인 광고재인, 광고태도에 대해서 제품 일치성과 프로그램 장르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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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에서는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이 낮을수록

가상광고에 대한 재인율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

품 일치성이 높을 경우의 재인율 평균값(0.3947)과 제품 일치성이

낮은 경우의 평균값(0.6579)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p<0.00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p
일치성

높음
76 0.3947 0.4920

-3.35 150 0.001***
일치성

낮음
76 0.6579 0.4776

<표 11> 제품 일치성에 따른 브랜드 재인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또한 일치성이 낮은 경우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이 낮을 때 광고 재인이 더 잘 이뤄질 것이

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5.4.2 <가설 2-1>의 검증

<가설 2-1>에서는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이 낮을수록

가상광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인 부정적 광고태도를 측정해보았을 때, 제품 일치성이 높을

경우의 평균값(2.9967)보다 제품 일치성이 낮은 경우의 평균값

(3.5362)이 높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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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p
일치성

높음
76 2.9967 1.6666

-1.94 150 0.0542
일치성

낮음
76 3.5362 1.7591

<표 12> 제품 일치성에 따른 부정적 광고태도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위의 결과에 따라 문항 별로 제품 일치성에 따른 부정적인 광고

태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p
방해

되었다

76 2.7237 2.1204
-1.46 150 0.1477

76 3.2368 2.2263
눈에

띄었다

76 3.9868 2.2420
-1.31 150 0.1930

76 4.4605 2.2238
산만

스러웠다

76 2.8289 2.1316
-2.33 150 0.0209*

76 3.6447 2.1769

짜증났다
76 2.4474 2.0159

-1.06 150 0.2911
76 2.8026 2.1167

<표 13> 제품 일치성에 따른 항목별 부정적 광고태도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구체적으로 ‘방해되었다’는 문항을 살펴보면 일치성이 높을 때의

평균값(2.7237)보다 일치성이 낮을 때의 평균값(3.2368)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눈에 띄었다’는 문항을 살펴보면 일치성이 높을 때의 평균값

(3.9868)보다 일치성이 낮을 때의 평균값(4.4605)이 더 높게 나타났

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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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스러웠다’는 문항을 살펴보면 일치성이 높을 때의 평균값

(2.8289)보다 일치성이 낮을 때의 평균값(3.6447)이 더 높게 나타났

다. 한편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도 일치성 고/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p<0.05)

‘짜증났다’는 문항을 살펴보면 일치성이 높을 때의 평균값(2.4474)

보다 일치성이 낮을 때의 평균값(2.8026)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세부적인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제품 일치성에 따른 부정적인 광고

태도에 관한 <가설 2-1>은 일부 채택되었다.

5.4.3 <가설 2-2>의 검증

<가설 2-2>에서는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이 높을수록

가상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인 긍정적 광고태도를 측정해보았을 때, 제품 일치성이 높을

경우의 평균값(2.7544)이 제품 일치성이 낮은 경우의 평균값(2.2719)

보다 높게 나왔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p<0.0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p
일치성

높음
76 2.7544 1.4240

2.33 141.85 0.0215*
일치성

낮음
76 2.2719 1.1152

<표 14> 제품 일치성에 따른 긍정적 광고태도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문항 별로 제품 일치성에 따른 긍정적인 광고 태도를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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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p
호감이

갔다

76 2.8026 1.7129
2.73 139.34 0.0072**

76 2.1316 1.2894
믿을

만했다

76 3.2632 1.8859
3.01 150 0.0031***

76 2.4211 1.5515

<표 15> 제품 일치성에 따른 항목별 긍정적 광고태도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구체적으로 ‘호감이 갔다’는 문항을 살펴보면 일치성이 높을 때의

평균값(2.8026)이 일치성이 낮을 때의 평균값(2.1316)보다 높게 나왔

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믿을 만했다’는 문항을 살펴보면 일치성이 높을 때의 평균값

(3.2632)이 일치성이 낮을 때의 평균값(2.4211)보다 높게 나왔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모든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

문에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광고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5.4.4 <연구문제 3>, <가설 3>의 검증

<연구문제 3>에서는 가상광고 재인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와 프로

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가상광고 재인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6>,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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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프로그램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높음
스포츠 38 0.447 0.504
예능 38 0.342 0.481

낮음
스포츠 38 0.711 0.460
예능 38 0.605 0.495

<표 16>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 변량분석 기술통계량 (1)

자유도
제곱근

비례합
평균제곱 F-value p

모델 3 3.05 1.02 4.32 0.0059**
프로그램

장르(A)
1 0.42 0.42 1.79 0.1832

일치성(B) 1 2.63 2.63 11.18 0.001***
A*B 1 0.00 0.00 0.00 1.00
Error 148 34.84 0.24
Corrected

Total
151 37.89

<표 17>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에 따른 브랜드 재인 변량분석 결과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브랜드 재인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선형모델은 5% 유의수준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요소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3>와

동시에 <가설 3>은 기각되었다. (p>0.05) 한편 주효과인 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에 따라 광고 재인이 차이가 난다는 <가

설 1>의 결론이 재확인되었다. (p<0.001)

5.4.5 <연구문제 4>, <가설 4-1>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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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에서는 광고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와 프로그램

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부정적 광고태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는 <표 18>, <표 19>와 같다.

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프로그램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높음
스포츠 38 2.901 1.415
예능 38 3.092 1.900

낮음
스포츠 38 3.579 1.814
예능 38 3.493 1.726

<표 18>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 변량분석 기술통계량 (2)

자유도
제곱근

비례합
평균제곱 F-value p

모델 3 11.89 3.96 1.33 0.2655
프로그램

장르(A)
1 0.11 0.11 0.04 0.8509

일치성(B) 1 11.06 11.06 3.72 0.0556
A*B 1 0.73 0.73 0.24 0.6219
Error 148 439.57 2.97
Corrected

Total
151 451.46

<표 19>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에 따른 부정적 광고태도 변량분석

결과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부정적인 광고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가상광고 제

품 간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선형모델, 상호작용

효과, 주효과 모두 유의수준이 0.05보다 커 유의하지 않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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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 따라 문항 별로 부정적인 광고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가상광고 제품 간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세부적

으로 분석해보았다.

1)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

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프로그램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높음
스포츠 38 2.237 1.731
예능 38 3.211 2.373

낮음
스포츠 38 3.500 2.227
예능 38 2.974 2.224

<표 20>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 변량분석 기술통계량 (3)

자유도
제곱근

비례합
평균제곱 F-value p

모델 3 33.28 11.09 2.39 0.0707
프로그램

장르(A)
1 1.90 1.90 0.41 0.5228

일치성(B) 1 10.01 10.01 2.16 0.1438
A*B 1 21.38 21.38 4.61 0.0333*
Error 148 685.66 4.63
Corrected

Total
151 718.94

<표 21>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에 따른 항목별 부정적 광고태도 변

량분석 결과 (1)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구체적으로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는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일치성과 프로그램 장르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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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p<0.05)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에 대한 일치

성과 프로그램 장르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과 제

품 간의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

위의 결과에 따라 <가설 4-1>을 검증하고자, 프로그램과 가상광

고 제품 일치성의 t검정을 프로그램 장르 별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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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평균 평균의 차이 p

스포츠
높음 2.237

1.263 0.0073**
낮음 3.500

예능
높음 3.211

0.237 0.6548
낮음 2.974

<표 22> 프로그램 장르 별 제품 일치성에 따른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

‘의 평균 차이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일 때 일치성

이 미치는 부정적 광고태도(2.237)보다 불일치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광고태도(3.500)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일부 채택되었다.

2) 눈에 띄었다

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프로그램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높음
스포츠 38 4.211 2.220
예능 38 3.763 2.271

낮음
스포츠 38 4.579 2.201
예능 38 4.342 2.270

<표 23>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 변량분석 기술통계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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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제곱근

비례합
평균제곱 F-value p

모델 3 13.39 4.46 0.89 0.4482
프로그램

장르(A)
1 4.45 4.45 0.89 0.3481

일치성(B) 1 8.53 8.53 1.70 0.1945
A*B 1 0.42 0.42 0.08 0.7725
Error 148 743.00 5.02
Corrected

Total
151 756.39

<표 24>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에 따른 항목별 부정적 광고태도 변

량분석 결과 (2)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구체적으로 ‘눈에 띄었다’는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일치성과 프

로그램 장르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3) 산만스러웠다

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프로그램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높음
스포츠 38 3.000 2.144
예능 38 2.658 2.134

낮음
스포츠 38 3.342 2.122
예능 38 3.947 2.217

<표 25>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 변량분석 기술통계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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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제곱근

비례합
평균제곱 F-value p

모델 3 34.47 11.49 2.48 0.0638
프로그램

장르(A)
1 0.66 0.66 0.14 0.7071

일치성(B) 1 25.29 25.29 5.45 0.0209*
A*B 1 8.53 8.53 1.84 0.1774
Error 148 687.00 4.64
Corrected

Total
151 721.47

<표 26>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에 따른 항목별 부정적 광고태도 변

량분석 결과 (3)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구체적으로 ‘산만스러웠다’는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일치성과 프

로그램 장르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한편 주효과인 프로그램-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에 따라 산만스

럽다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p<0.05)

4) 짜증났다

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프로그램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높음
스포츠 38 2.158 1.732
예능 38 2.737 2.250

낮음
스포츠 38 2.895 2.178
예능 38 2.711 2.078

<표 27>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 변량분석 기술통계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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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제곱근

비례합
평균제곱 F-value p

모델 3 11.81 3.94 0.92 0.4332
프로그램

장르(A)
1 1.48 1.48 0.35 0.5575

일치성(B) 1 4.80 4.80 1.12 0.2917
A*B 1 5.53 5.53 1.29 0.2575
Error 148 633.82 4.28
Corrected

Total
151 645.63

<표 28>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에 따른 항목별 부정적 광고태도 변

량분석 결과 (4)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마지막으로 ‘짜증났다’는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일치성과 프로그

램 장르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결과

적으로 <연구문제4>과 <가설 4-1>은 일부 채택되었다.

5.4.6 <연구문제 4>, <가설 4-2>의 검증

<연구문제 4>에서는 광고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와 프로그램

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의 부정적 광고태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광고태도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9>, <표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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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프로그램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높음
스포츠 38 2.829 1.476
예능 38 3.237 1.766

낮음
스포츠 38 2.395 1.134
예능 38 2.158 1.197

<표 29>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 변량분석 기술통계량 (7)

자유도
제곱근

비례합
평균제곱 F-value p

모델 3 25.98 8.66 4.32 0.0059**
프로그램

장르(A)
1 0.28 0.28 0.14 0.7101

일치성(B) 1 21.75 21.75 10.85 0.0012***
A*B 1 3.95 3.95 1.97 0.1625
Error 148 296.64 2.00
Corrected

Total
151 322.62

<표 30>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에 따른 긍정적 광고태도 변량분석

결과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긍정적인 광고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가상광고 제

품 간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상호작용효과의 p값

이 0.05보다 커 긍정적인 광고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 일치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선형모델과 일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p<0.01, p<0.005)

위의 결과에 따라 문항 별로 긍정적인 광고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가상광고 제품 간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세부적

으로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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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감이 갔다

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프로그램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높음
스포츠 38 2.737 1.605
예능 38 2.868 1.833

낮음
스포츠 38 2.289 1.354
예능 38 1.974 1.219

<표 31>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 변량분석 기술통계량 (8)

자유도
제곱근

비례합
평균제곱 F-value p

모델 3 19.34 6.45 2.79 0.0429*
프로그램

장르(A)
1 0.32 0.32 0.14 0.7095

일치성(B) 1 17.11 17.11 7.39 0.0073**
A*B 1 1.90 1.90 0.82 0.3662
Error 148 342.50 2.31
Corrected

Total
151 361.84

<표 32>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에 따른 항목별 긍정적 광고태도 변

량분석 결과 (1)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구체적으로 ‘호감이 갔다’는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상호작용효과

의 p값이 0.05보다 커 ‘호감이 갔다’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 일치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선형모델과 일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p<0.05, p<0.01)

2) 믿을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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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

프로그램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높음
스포츠 38 2.921 1.715

예능 38 3.605 2.007

낮음
스포츠 38 2.500 1.502

예능 38 2.342 1.615

<표 33>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 변량분석 기술통계량 (9)

자유도
제곱근

비례합
평균제곱 F-value p

모델 3 36.32 12.11 4.09 0.0080**
프로그램

장르(A)
1 2.63 2.63 0.89 0.3472

일치성(B) 1 26.95 26.95 9.11 0.0030***
A*B 1 6.74 6.74 2.28 0.1334
Error 148 437.89 2.96
Corrected

Total
151 474.21

<표 34> 프로그램 장르, 제품 일치성에 따른 항목별 긍정적 광고태도 변

량분석 결과 (2)

주. * p<0.05, ** p<0.01, *** p<0.005, **** p<0.001

마지막 ‘믿을 만했다’는 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상호작용효과의 p

값이 0.05보다 커 ‘믿을 만했다’에 대한 프로그램 장르, 일치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선형모델과 일치성은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p<0.01, p<0.005)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광고태도와 관련한 2개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어 <연구가설4>과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5.5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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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연구문제와 6개의 가설을 실증 연구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 IV DV 결과
연구문제1

& 가설1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브랜드 재인 채택

연구문제2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광고 태도
일부

채택

가설2-1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부정적

광고 태도

일부

채택

가설2-2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긍정적

광고 태도
채택

연구문제3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

프로그램 장르
브랜드 재인 기각

가설3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

프로그램 장르
브랜드 재인 기각

연구문제4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

프로그램 장르
광고 태도

일부

채택

가설4-1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

프로그램 장르

부정적

광고 태도

일부

채택

가설4-2
프로그램-제품 일치성 /

프로그램 장르

긍정적

광고 태도
기각

<표 35>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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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토의

6.1 연구 결과의 요약

6.1.1 프로그램-가상광고 제품 일치성이 미치는 광고효과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인지적/감정적 광고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프

로그램 장르에 따라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이 미치는

광고효과가 다를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이 브랜드

재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TV 프로그램과 가상광

고 제품 간의 일치성이 낮을수록 시청자는 브랜드를 더 잘 기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맥락 연구에서 제품 일치성이 떨어질수록

브랜드 재인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두 번째로,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이 미치는

광고태도를 긍정적/부정적 광고태도로 나눠 분석해 본 결과, TV 프

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가상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반면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이 낮을수록 가상광고는 부정적인 광

고태도 가운데 ‘산만스러웠다’는 응답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6.1.2 광고효과에 대한 프로그램-가상광고 제품 일치성과 프

로그램 장르 간의 상호작용효과

일치성이 미치는 가상광고 효과를 분석한 위의 연구에서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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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연구에서는 광고 효과에 대한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과 프로그램 장르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실증 연구를 진행하

였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일치

성이 브랜드 재인에 미치는 영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장르에 따른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정적

광고태도에 관해 프로그램 장르와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일치성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는 문항에서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일 때 불일치성이

미치는 부정적 광고태도 효과가 클 것이라는 가설 4-1이 일부 지지

되었다. 한편, 긍정적인 광고태도에 대해 프로그램 장르와 TV프로

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이 인지적/

감정적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 장

르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실제 가상광고를 집

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상광고 집행 전

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

이 떨어질수록 브랜드 재인이 효과적이었지만, 시청자로 하여금 산

만스럽다는 부정적 광고태도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

치성이 떨어질수록 가상광고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방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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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TV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가상광고에 대해 시청자는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상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실무자들

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게 가상광고 집행의 목적이

라면 제품과 관련이 없는 TV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가상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 프로

그램의 경우 일치성이 낮을 때 가상광고가 시청하는 데 방해된다는

부정적 태도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보다는 예능 프로

그램 중 제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프로그램에 가상광고를 집행하

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업체의 경우, 처음부

터 자사 제품과 일치성이 높은 TV 프로그램에 가상광고를 집행하

는 것이 시청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된

다.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제품 일치성이 미치는 가상광고

효과와 프로그램 장르와 일치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동시에 분석

하면서 가상광고를 집행하는 실무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설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가상

광고의 광고효과를 측정할 때 가상광고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자 수

가 많이 나왔다. 실험 영상에서 가상광고가 등장한 시점에 자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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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 계속 바뀌어서 가상광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가상광고를 집행하는 오래 되

었기 때문에, 스포츠 중계를 제작하는 PD들이 가상광고를 집행하도

록 의도된 인서트 화면을 중계 도중에 넣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보

통 이러한 인서트 화면은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기 전, 쉬는 시간,

또는 경기 진행 종료 후 등장한다. 반면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아직

가상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인서트 화면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그

렇기 때문에 가상광고 집행을 위해 임의의 인서트 화면이 없는 예

능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들이 자막 등에 의해 화면에의 집중이

분산될 수 있다. 앞으로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가상광

고 집행을 목적으로 삽입된 인서트 화면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TV 프로그램 장르별 제품 일치성이 미치는 광고효과를 분

석하여 본 연구의 논지를 재확인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반복노출에 따른 가상광고의 광고효과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5분 정도의 실험 영상물이 제

시되는 동안 단 한 번의 가상광고가 영상 도중에 등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TV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 한

번만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야구 프로그램의 경우 매 이닝

별로, 경기 진행에 따라 수시로 등장한다. 특히 Bennett과 그의 동

료들(2006)의 연구에 따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광고에 노출될 때 시

청자가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갖고 광고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TV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

이 미치는 가상광고 효과가 반복 노출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

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세 번째, 제품군에 따른 가상광고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 설문을 통하여 각각 프로그램과 일치성이 높은 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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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자외선 차단제를 실험 영상에 삽입될 가상광고 제품으로 선정

하였지만, 고관여/저관여 제품 혹은 실용재/쾌락재와 같은 제품군에

차이를 두어 프로그램 장르 별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이라는 인지적

반응에만 한정하여 그 영향을 측정하였다. 인지적·감정적 맥락의 차

이에 따른 가상광고의 효과를 분석한 강수식(2013)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 메시지 관련성과 프로그램이 유발하는 감정이 광고태도에 상

호작용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감정적 맥락에 따른 가상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보완적인 연구가 보

다 세밀한 가상광고 집행 전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섯째, 가상광고에 대한 광고태도가 광고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소현진, 박범순(2008)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의

광고태도는 광고회피의 주요한 선행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제품 간의 일치성에 따른 수용

자의 광고회피 수준 차이를 분석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프로그램과 제품 간의 일치성이 가상광고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조절변수로 프로그램 장르만 설정하였다. 기존의 유명인의

광고효과 연구에서 유명인에 대한 선호도가 일치성 효과에 영향을

준다(Fleck et al. 2012)고 밝혔듯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상광고

가 집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혹은 가상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인에 대한 선호가 미치는 가상광고 효과를 측정해볼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문 조사 집단은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층은 다양하다. 따라서 시청층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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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일치성이 미치는 가상광고 효과와 프로그램 장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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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사전조사 설문지)

No.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가상광고의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는 것과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와 제 14조에 따라 익명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원치 않으실 경우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송인성

연구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사과정 박미래

NEXT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설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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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시되는 제품이 스포츠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냉장고-스포츠 관련성에 관한 문항

1-1. 냉장고는 실제 스포츠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2. 냉장고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스포츠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3. 냉장고 광고는 스포츠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2. 운동화-스포츠 관련성에 관한 문항

2-1. 운동화는 실제 스포츠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2-2. 운동화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스포츠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2-3. 운동화 광고는 스포츠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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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온음료-스포츠 관련성에 관한 문항

3-1. 이온음료는 실제 스포츠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3-2. 이온음료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스포츠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

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3-3. 이온음료 광고는 스포츠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4. 자외선 차단제-스포츠 관련성에 관한 문항

4-1. 자외선 차단제는 실제 스포츠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4-2. 자외선 차단제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스포츠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4-3. 자외선 차단제 광고는 스포츠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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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리도구-스포츠 관련성에 관한 문항

5-1. 조리도구는 실제 스포츠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5-2. 조리도구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스포츠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

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5-3. 조리도구 광고는 스포츠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6. 주방세제-스포츠 관련성에 관한 문항

6-1. 주방세제는 실제 스포츠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6-2. 주방세제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스포츠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

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6-3. 주방세제 광고는 스포츠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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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시되는 제품이 요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냉장고-요리 관련성에 관한 문항

7-1. 냉장고는 실제 요리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7-2. 냉장고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요리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7-3. 냉장고 광고는 요리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8. 운동화-요리 관련성에 관한 문항

8-1. 운동화는 실제 요리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8-2. 운동화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요리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8-3. 운동화 광고는 요리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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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온음료-요리 관련성에 관한 문항

9-1. 이온음료는 실제 요리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9-2. 이온음료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요리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9-3. 이온음료 광고는 요리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0. 자외선 차단제-요리 관련성에 관한 문항

10-1. 자외선 차단제는 실제 요리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0-2. 자외선 차단제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요리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0-3. 자외선 차단제 광고는 요리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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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리도구-요리 관련성에 관한 문항

11-1. 조리도구는 실제 요리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1-2. 조리도구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요리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

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1-3. 조리도구 광고는 요리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2. 주방세제-요리 관련성에 관한 문항

12-1. 주방세제는 실제 요리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2-2. 주방세제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요리를 떠올릴 때 이미지와 연관

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2-3. 주방세제 광고는 요리에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2---------3---------4---------5---------6---------7

1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4.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 세

FINISH

귀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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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본 조사 설문지)

실험영상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 일치성 낮은 제품 가상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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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 문 지 ( A 형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본 설문은 가상광고의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는 것과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와 제 14조에 따라 익명이 보

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원치 않으실 경우 언제든

지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송인성

연구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사과정 박미래

NEXT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설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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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가상광고란?

TV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도중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가 삽입된 형태의 광고기법을 말합니다.

1. 방금 보신 영상물에서 가상광고를 보셨나요?

① 예 (설문 계속) ② 아니오 (설문 종료)

1-1. 가상광고에 등장한 제품을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떤 제품이었는지 적

어주십시오.

( )

1-2. 가상광고에 등장한 제품 브랜드를 보셨나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

길 바랍니다.

( )

NEXT

위의 설문을 마치기 전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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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장을 다시 넘기지 말고 그대로 풀어주십시오.

PART2.

영상물에서 본 브랜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NEXT

위의 설문을 마치기 전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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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다음은 가상광고와 영상물 간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는 실제 영상물에서 보이는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3-2.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의 이미지가 영상물의 이미지와 실제

로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3-3.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는 실제 영상물에서 보이는 상황과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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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다음은 광고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2.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눈에 띄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3.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산만스러웠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4.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짜증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5.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재밌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6.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에 호감이 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7.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믿을 만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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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다음은 인구통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6.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 세

7. 귀하께서는 평소에 스포츠 중계방송을 즐겨 보시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런 편이다.

8. 귀하께서는 앞서 영상물로 제시된 스포츠 중계방송(2016년 8월 16일(화)

밤 12시 리우올림픽 육상 남자 200m 예선전)을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FINISH

귀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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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본 조사 설문지)

실험영상물 제시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 일치성 높은 제품 가상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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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 문 지 ( B 형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본 설문은 가상광고의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는 것과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와 제 14조에 따라 익명이 보

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원치 않으실 경우 언제든

지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송인성

연구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사과정 박미래

NEXT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설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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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가상광고란?

TV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도중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가 삽입된 형태의 광고기법을 말합니다.

1. 방금 보신 영상물에서 가상광고를 보셨나요?

① 예 (설문 계속) ② 아니오 (설문 종료)

1-1. 가상광고에 등장한 제품을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떤 제품이었는지 적

어주십시오.

( )

1-2. 가상광고에 등장한 제품 브랜드를 보셨나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

길 바랍니다.

( )

NEXT

위의 설문을 마치기 전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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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장을 다시 넘기지 말고 그대로 풀어주십시오.

PART2.

영상물에서 본 브랜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NEXT

위의 설문을 마치기 전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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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다음은 가상광고와 영상물 간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는 실제 영상물에서 보이는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3-2.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의 이미지가 영상물의 이미지와 실제

로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3-3.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는 실제 영상물에서 보이는 상황과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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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다음은 광고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2.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눈에 띄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3.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산만스러웠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4.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짜증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5.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재밌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6.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에 호감이 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7.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믿을 만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 81 -

PART5. 다음은 인구통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6.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 세

7. 귀하께서는 평소에 스포츠 중계방송을 즐겨 보시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런 편이다.

8. 귀하께서는 앞서 영상물로 제시된 스포츠 중계방송(2016년 8월 16일(화)

밤 12시 리우올림픽 육상 남자 200m 예선전)을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FINISH

귀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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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본 조사 설문지)

실험영상물 제시
(예능 프로그램 - 일치성 높은 제품 가상광고)



- 83 -

No.

설 문 지 ( C 형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본 설문은 가상광고의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는 것과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와 제 14조에 따라 익명이 보

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원치 않으실 경우 언제든

지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송인성

연구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사과정 박미래

NEXT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설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 84 -

PART1.

가상광고란?

TV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도중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가 삽입된 형태의 광고기법을 말합니다.

1. 방금 보신 영상물에서 가상광고를 보셨나요?

① 예 (설문 계속) ② 아니오 (설문 종료)

1-1. 가상광고에 등장한 제품을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떤 제품이었는지 적

어주십시오.

( )

1-2. 가상광고에 등장한 제품 브랜드를 보셨나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

길 바랍니다.

( )

NEXT

위의 설문을 마치기 전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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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장을 다시 넘기지 말고 그대로 풀어주십시오.

PART2.

영상물에서 본 브랜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NEXT

위의 설문을 마치기 전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 86 -

PART3. 다음은 가상광고와 영상물 간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는 실제 영상물에서 보이는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3-2.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의 이미지가 영상물의 이미지와 실제

로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3-3.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는 실제 영상물에서 보이는 상황과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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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다음은 광고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2.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눈에 띄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3.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산만스러웠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4.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짜증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5.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재밌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6.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에 호감이 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7.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믿을 만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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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다음은 인구통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6.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 세

7. 귀하께서는 평소에 요리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런 편이다.

8. 귀하께서는 앞서 영상물로 제시된 예능 프로그램 방송분(2015년 12월

19일(토) 오전 11시 날씬한 도시락2 6회)을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FINISH

귀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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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본 조사 설문지)

실험영상물 제시
(예능 프로그램 - 일치성 낮은 제품 가상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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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 문 지 ( D 형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본 설문은 가상광고의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는 것과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와 제 14조에 따라 익명이 보

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원치 않으실 경우 언제든

지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송인성

연구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사과정 박미래

NEXT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설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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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가상광고란?

TV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도중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가 삽입된 형태의 광고기법을 말합니다.

1. 방금 보신 영상물에서 가상광고를 보셨나요?

① 예 (설문 계속) ② 아니오 (설문 종료)

1-1. 가상광고에 등장한 제품을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떤 제품이었는지 적

어주십시오.

( )

1-2. 가상광고에 등장한 제품 브랜드를 보셨나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

길 바랍니다.

( )

NEXT

위의 설문을 마치기 전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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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장을 다시 넘기지 말고 그대로 풀어주십시오.

PART2.

영상물에서 본 브랜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NEXT

위의 설문을 마치기 전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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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다음은 가상광고와 영상물 간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는 실제 영상물에서 보이는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3-2.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의 이미지가 영상물의 이미지와 실제

로 연관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3-3. 이 영상물에 삽입된 가상광고는 실제 영상물에서 보이는 상황과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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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다음은 광고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시청하는 데 방해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2.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눈에 띄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3.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산만스러웠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4.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짜증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5.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재밌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6.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에 호감이 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4-7. 가상광고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믿을 만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⑥--------⑦

NEXT

위의 질문에 응답을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 95 -

PART5. 다음은 인구통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6.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 세

7. 귀하께서는 평소에 요리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런 편이다.

8. 귀하께서는 앞서 영상물로 제시된 예능 프로그램 방송분(2015년 12월

19일(토) 오전 11시 날씬한 도시락2 6회)을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FINISH

귀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96 -

부록(실험자극물 A.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제품 일치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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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gruity

between TV programs and products on

virtual advertising

- TV program genre as a moderating

variable

Mirae Park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presents a comprehensive empirical study on the

cognitive/emotional effectiveness of virtual advertising in TV

programs. The author investigated the congruity between virtual

advertising and TV programs as well as the interaction effect of

program genre. 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 (Friestad and

Wright 1994) formed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paper.

Since the virtual advertising became widely adopted in 2009, it

has continued to gain interest from the broadcas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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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industry due to its unique usefulness, such as being

free from viewer’s zapping and being able to insert advertisement

by post processing.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the virtual advertising despite high market demand. Also, the

recently revised "Broadcast Law Enforcement Order" in Korea

has expanded the scope of virtual advertising from only

permitting sports broadcast programs genre to permitting

entertainment genre and sports news reports. As a resul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s for the practical guideline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an advertisement through 2×2 between-subject design.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1) the congruity between the

program and the product (high/low) and 2) TV program genre

(sports/entertainment). Dependent variables included recognition of

the product brand and attitude towards the advertising

(positive/negative). A cookware and a sunscreen products were

selected through a preliminary survey. Brands of each product

were newly created instead of using existing brands.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congruity between TV

program and product is low, the recognition of the brand was

effective, but the data showed that the viewers feel a negative

attitude from the virtual advertising due to irritation caused from

the lack of congruency. When the congruity between the TV

program and the product was high, the viewers feel a positive

attitude towards advertising. In terms of program genr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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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programs showed similar results regarding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advertising. When the congruity between

sports broadcast genre and the advertisement product was low,

there was high brand recognition but also resulted in high

distraction.

The results empirically support the previous research of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congruity and brand recognition

and congruity and positive attitude towards advertising. Through

the successful validation on the hypothesis, it provides a detailed

guideline to media practitioners who execute the marketing

strategies for virtual advertising.

keywords : Virtual Advertising, Congruency,
Advertising Effectiveness, Program Genre, Persuasion
Knowledge Model, Brand Recognition, Advertising
Attitude

Student Number : 2012-2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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