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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온라인 야구게임 A보드 광고 기억 효과 탐색

: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하여

오 인 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스포츠 경기장 A보드 광고는 스포츠 스폰서십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

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브랜드명을 노출하여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품구매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경기장 A보드 광고의 기억효과를 탐색하는

것으로 스포츠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의 스포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여 검

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야구게임 이용 상황에서 노출된 광고에 대한

시각적 주의도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아이트래커

(Eye-Tracker)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야구게임 화면을 게임존(Game

Zone)과 광고존(Advertisement Zone)을 나누어 각 구역에 대한 시각적 주

의도(응시횟수와 응시시간)를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온라인 게임으로는 실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야구게임 ‘MVP 베이스볼 온라인’의 ‘타격연습’이라는 서비스를 실

험게임으로 선정하였다. 실험대상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총 2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험 후에는 암묵적 기억, 명시적 기억, 브랜드 친숙도

순으로 설문 응답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기

술통계, 위계적 회귀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시각적 주의도의 검증을 위하여

아이트래커(Eye-Tracker) 분석프로그램 EMR-dFactory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야구 게임 중 피험자들의 A보드 광고존 응시시간과 응시횟

수는 게임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여 졌다.

둘째, 온라인 야구 게임 중 피험자들의 A보드 광고존 응시시간과 응시횟

수 모두 암묵적 기억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야구 게임 중 피험자들의 A보드 광고존 응시시간은 명시적

기억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시횟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암묵적 기억은 온라인 야구 게임 중 A보드 광고에 대한 브랜드 친

숙도의 영향을 받는 반면 명시적 기억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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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트래커(Eye-Tracker), PPL(Product placement)

학 번: 2014-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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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난 수십 년간 스폰서십은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증가시키고 스폰서십

시장규모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으로서의

발달을 보여주었다(Meenaghan, 1998). 이에 따라 기업들은 스포츠 스폰서

십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와 제품,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그 속에

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김진성(2002)은

기업들이 스포츠 스폰서십에 참여하는 이유로 기업촉진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광고를 개별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피하고 기업이 원하는 표적을 정하여 의도하는 바를 표적

집단에게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효과로 스포츠 스폰서

십은 자산 가치 향상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

고기법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McDaniel, 1999).

스포츠 스폰서십의 긍정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기

업이 스포츠 스폰서십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마케팅 권리이며 두 번째 이

유는 독점적 마케팅 권리에 따른 스포츠 경기의 TV중계, 뉴스, 보도 등 미

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경기장 내 광고 때문이다(Mullin et al, 2000). 스포

츠 경기장 광고는 스폰서 기업과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 창출, 제품과 서

비스 구매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전통적 TV 광고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Bennett, 1998;

Stotlar et al, 1989). 스포츠 경기장 내 광고의 장점은 전통적 TV광고는

다르게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과 스포

츠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배가 시킬 수 있다는 점

이다(Branvold, 1992). 이러한 이유로 Branovold(1992)는 스포츠 경기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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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보편화 되었을 뿐 아니라 매우 효과 있는 광고기법이라고 강조하였

다.

경기장 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광고형식은 A보드 광고이다. 경기장 내

A보드 광고의 중요성은 월드컵 스폰서십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월

드컵조직위원회는 월드컵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15개 기업들이 FIFA에게

약 480억에서 1,200억 원 정도의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알렸다. 이와

더불어 돈을 지불한 기업들은 월드컵에 대한 마케팅 권리와 경기장 내 2개

면의 A보드 광고를 제공받게 된다고 나타냈다(월드컵조직위원회, 2002). A

보드 광고를 제외한 FIFA로부터 주어지는 마케팅 권리는 별도의 추가비용

이 지출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경기장 내 A보드 광고가 스폰서십 효과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기장 A보드 광고 같은 방식은 상업적인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반복적인 노출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서 PPL(Product Placement)과 같은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 세상의 수많은

자극 속에 노출되어 무수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간접광

고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Soto et al,

2005). 따라서 경기장 A보드 광고도 간접광고처럼 자연스런 광고노출의 효

과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청자에게는 주목을 끌지 못하는 주변적인

자극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김재휘 외, 2004). 소비

자는 이러한 복잡하고 정보가 넘치는 환경에서 자신들이 관련된 자극이나

두드러지게 보이는 자극 등에 선택적으로 주의(Attention)를 기울인다

(Janiszewski, 1988; Miller, 1956; Neisser, 1967; Parasuraman, 2000).

주의는 기억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지호 외, 2007). 즉,

기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의는

광고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보여 진다.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

는 광고의 영역을 분석함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정보의 형태를 알 수 있다(Duncan et al, 1989). 또한 이와 관련된 기억의

연결고리를 찾아, 보다 정확한 소비자들의 광고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접광고와 같은 광고를 직접적으로 받아드리지 않고 인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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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광고, 즉 주의를 두지 않는 광고는 비의식적인 정보처리를 거쳐 암묵

적 기억이 형성될 수 있다(김지호 외, 2007).

암묵적 기억은 그 기억능력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

는 기억이다(유창조, 1997). 유창조(1997)는 “광고 효과를 기억으로 측정하

는 데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억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광고효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암묵적 기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스포츠 경기장 내 A보드 광고는 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간접광

고와 같은 맥락으로 무의식적, 비의미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

츠 경기장 A보드 광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암묵적 기억을 탐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광고효과에 대하여

명시적 기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Shapiro et al, 2001) 전체적인

기억 탐색을 통한 광고효과 탐색은 부족한 실정으로 보여 진다. 또한 광고

효과를 탐색함에 있어 사람들이 주의를 어디에 얼마나 두는지에 대한 정확

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알 수 없어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실증적 제시가 부

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암묵적 기억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며

(Shapiro et al, 2001) 정보처리 환경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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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 경기장 A보드 광고의 기억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둔다. 이에 스포츠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인 온라인 게임 플레이 상황

에서 노출된 광고에 대한 시각적 주의도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사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나

아가, 게임 내 브랜드 친숙도를 통제변인으로 두어 브랜드 친숙성이 시각

적 주의도와 기억 두 변인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통제된 실험실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여 경

기장 광고환경과 같은 비의미정보 처리 수준 환경을 제공하고 주의를 다른

작업에 집중시킬 수 있는 하고자 한다. 즉, 경기장 광고 기억 효과의 실질

적인 측정을 위하여 실제 야구 경기장 광고와 비슷한 온라인 야구 게임 내

A보드 광고의 기억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온라인 스포

츠 게임 내 A보드 광고가 소비자의 주의를 얼마나 끌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트래킹 기법(Eye Tracking)을 사용하고자

한다. 아이트래킹 기법(Eye Tracking)은 시선 추적 장비를 사용하여 사람

이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영상들을 볼 때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보는지, 어떠한 순서로 보는지, 혹은 얼마나 자주, 오래 보는지 등의 시선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활용

하면 소비자가 콘텐츠를 시청하는 동안 시각적인 주의를 두는 곳을 살펴볼

수 있어 제시 시점에 브랜드가 지니는 광고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한 체계적 접근으

로 게임에 대한 게임 사용자의 시각적 주의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하여 사후

기억과의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 오차를 줄여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경기

장 A보드 광고에 대한 기억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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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주의도
응시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들이 광고를 
인식하고 광고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

명시적 기억 
응답자가 이전 학습이나 경험에 대해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상하고 재인하는 것

암묵적 기억
이전의 학습이나 경험에 대한 언급이나 의식적 회상 없이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지현상(Retention)

브랜드 친숙도
소비자가 상표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고 
있는가를 의미

표 1. 연구 변인 정의

3. 연구변인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시각적 주의도와 명시적기

억 및 암묵적 기억의 관계, 브랜드 친숙도에 관한 변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계모형을 토대로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 [표 1]과 같은 변인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시각적 주의도로 설정하였으며, 명시적 기억

(Explicit memory)과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은 종속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게임 내 브랜드친숙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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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스폰서십과 경기장 광고

가. 스폰서십의 개념과 효과

스폰서십은 ‘특정 소유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 수수료(요금)’로 정의하는 마

케팅의 방법 중 하나이다(Ukman, 1995). 즉 스폰서십은 본질적으로 상호간

의 교환과정을 경제적 이익의 목표로 둔 활동으로 볼 수 있다(홍석진,

2002). 스폰서십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이용되지만 마케팅 도구로서의

이용이 가장 일반적이다(Meenaghan, 1983). 기업이 스폰서십에 참여하면서

상업적인 의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선적인 동

기를 포함하기도 한다. 스폰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혜택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자선단체에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브랜드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스폰서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스폰서십 활동이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주고 수익성과 직원채용, 그리고 기업의

전체적 이미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스폰서십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Hoek et al, 1990). 최근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스폰서십

에 노출되면 후원사에 대해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후원사를 고려군에 포함

시키고 소비자는 고려군에 있는 경쟁브랜드를 제외시키려는 경향이 생긴다

고 나타냈다(Herrman et al, 2011). 그 외의 스폰서십의 효과로는 시장에서

의 브랜드 정체성 확립, 수익증대, 주가 수익률 상승, 경쟁에서의 취약성 감

소, 마진의 증가, 브랜드 확장에 대한 기회 제공, 소비자의 선호도와 구매의도

의 상승이 있다(Aak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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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 스폰서십과 경기장 A보드 광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이 스폰서십에 참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

로 경제적 이윤 및 재정확보이다. 스포츠 스폰서십도 이와 다르지 않는 이

유인 판매 증진을 통한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스포츠 스폰서십

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타이틀 스폰서십(대회명칭에 스폰

서 기업이나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 공식명칭 사용권(공식용품, 공

식공급업체, 공식지정사, 공식후원사, 공식스폰서, 공식파트너 등), 입간판

광고(Board Advertising) 및 보드광고, 유니폼 광고, 스포츠 용품 광고, 출

발 또는 결승점 테이프 광고, 라이센싱 및 머천다이징(마스코트, 엠블렘,

로고 등을 활용), 경기장 바닥광고, 자막광고(경기중계 시 화면에 특정 사

업명 또는 상표가 자막에 나오는 경우), 안내 프로그램 및 입장권, 깃발광

고, 스포츠스타를 등장시키는 매체광고, 스포츠 스타를 이용한 판촉행사(팬

사인회 등) 등이 스포츠 스폰서십의 여러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박영옥

외, 1998).

스포츠광고의 대표적 유형으로 살펴보면 경기장 A보드를 이용한 광고를

꼽을 수 있다. A보드 광고는 “경기장에 위치한 A보드 광고판을 이용하여

TV 중계방송의 시청자들과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브랜드를 노출하여

기업 또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스포츠 광고 중

에서 경기장 내에 있는 A보드 광고의 효과를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측정

하고자 실시된 연구는 흔하지 않다. A보드 광고의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들

은 대부분 광고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브랜드 회상도와 관련한 실험

으로 함께 실시한 경우가 많다. Pope(1994)는 교내 스포츠 경기장에 부착

되어 있는 광고를 분석하여 미국 대학 운동부들의 재정수입을 알아보았다.

대학의 풋볼 경기장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경기장 내

광고를 개제한 기업들에 대한 관람객의 경기 전, 후의 인지도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응답자들 대부분이

기업의 광고판을 인지하여 경기장 광고가 스폰서 기업들에게 효과적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대학들에게는 새롭고 안정적인 재원수입이 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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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보여주었다.

Bennett(1998)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분간 농구경기를 시청하게 하

고 광고 인지도를 설문지를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젊은 응답자들 대

부분이 농구장 내 A보드 광고를 정확하게 인지하였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

들에 비해 더욱 높은 회상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장 A보드 광고의 효과측정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김용만(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는 1996년 유럽선수권 축구대회의 결승전 독일과

체코의 경기를 분석하여 TV 중계방송에 노출된 40개 A보드 광고를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중앙 선 상과 골문 뒤에 각 1개씩 위치한 광고판이 가

장 긴 노출시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보드 광고의 위치에 규

칙성이 없으며, A보드 광고가 상이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A보드

광고위치에 따른 대표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힘들다고 나타냈다.

최희동, 홍명보, 강현민(2008)은 국내 프로축구 경기장 내 보드광고가 경

기를 통해 매체로 노출되는 경우, 해당 경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스폰서 브

랜드 회상과 보드광고 유형별 차이 인지를 분석하였다. 국내 프로축구 경

기 가운데 경기장 내 A보드, 롤링보드, LED보드의 광고가 매체를 통해 노

출된 경기 3개를 선정하여 광고 유형별 브랜드 회상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3개의 보드광고 유형 중 LED보드의 스폰서 브랜드 회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드광고 유형 모두 브랜드 노출시간과 수용자

인지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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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PL(Product Placement)의 효과와 측정

가. 식역하 지각(Subliminal Perception)

식역하 지각(Subliminal Perception)은 시각, 청각이나 다른 감각의 절대

식역(Absolute Threshold) 이하에서 발생하는 지각을 나타낸다. 즉, 자극의

강도가 절대 식역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극

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식역학 자극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Vicary(1957)은

영화상영 중 1/3000초 동안 5초 간격으로 ‘Eat popcorn’과 ‘Drink

Coka-Cola’ 라는 메시지를 노출 하였다. 그 결과 극장 휴게소에서 팝콘 매

출이 58%, 코카콜라 매출이 17% 증가하였다. 식역하 자극은 기억과정에서

의식이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을

통해 처리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Shanker와 Shapiro(1996)는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자극과 노출에 대해서 암묵적 기억이 일어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포츠 경기 중 스폰서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노출 되지만 경기 관람자

또는 시청자들은 주로 경기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뿐 광고에 주의를 기울

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고 의식적인 처리가 되지

않는 광고들은 무의식적으로 지각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각적 주

의가 개입되지 않거나 적은 상태에서 처리되는 광고를 말한다(김지호 외,

2007). 이렇듯 대부분의 경기장 광고는 식역하 광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간접광고 중 PPL(Product Placement)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비자가 콘텐츠 내용에 몰입하여 의식적으로 콘텐츠 자체에 시선

을 주지 않더라하더라도 식역하 지각 이론에 의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식역하

광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PPL의 효과에 관련된 연구는 스포츠 경기장

내 광고효과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10 -

나. PPL의 기억 효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전통적인 광고의 부가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PPL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PPL에 관한 연구들

도 PPL의 광고 효과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즉, PPL연구들은 그 광고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청자들이 영상매체 속에 배치된 제품과

브랜드를 인지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다(Babin et al,

1996.; Steortz, 1987).

먼저 PPL의 효과를 실험으로 측정한 최초의 연구자 Steortz(1987)의 연

구에서는 PPL 제품의 회상을 측정하였다.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제품 보

조회상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평균 38%가 영화에서 보았던 브랜드를

기억한다고 하였다. Babin 와 Carder(1996)는 영화의 처음과 끝에 배치된

모든 브랜드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영화를 보지 않은 집단보다 영

화를 본 집단이 브랜드 인지가 25.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실험을 통하여 사람들의 PPL에 대한 브랜드 회상률이 높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의 회상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PPL의 초기 연구들은 PPL이 단순노출만으로는 기억의 효과가 낮으며

회상 값 또한 제품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후 연구

들은 PPL의 노출에 따른 기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Baker et al, 1995; 김재휘 외, 2003).

Ong와 Meri(1994)는 PPL의 노출에 따른 회상을 측정하는데 친숙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즉각적인 회상

측정을 하기 위하여 출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친숙한 브랜드인 콜라는 응답

자의 78%가 회상하였지만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는 40%정도만이 회상하였

다.

김재휘(2002)는 TV의 광고 속 PPL제품에 대한 회상을 측정하여 선행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

거나 이용 경험이 높을수록 광고 속 PPL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결과

를 발견하였다. 이는 PPL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기존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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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에 매체 속에 배치되는 제품을 더 잘 인지하고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랜드 회상은 제품의 친숙도가 높을 때 더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재휘와 안정태(2003)는 PPL의 회상에 제품에 대한 관여도를 매개변수

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는 패션상품 관여도에 따른 회상

을 측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PPL 기억의 효과는 시청자에게

관여가 높은 제품과 친숙한 제품에 한해서 기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PPL의 기억 효과를 다룬 다른 연구들에서는 화면상에 제시되는 물리적

인 속성에 따른 광고 자극 특성과 관련된 요인에 의한 효과가 연구되었다

(Babin et al, 1996; Gupta et al, 1998; Sabherwal et al, 1994). 먼저 화면

상에 제시되는 PPL 자극 방식에 따른 분류로 PPL 자극의 물리적인 속성

에 의한 효과 연구를 살펴보면, ‘PPL 제품의 표현양식’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이는 표현양식을 시각적, 청각적, 시청각적으로 제시하여 각각의 표

현양식에 따른 PPL에 대한 기억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Sabherwal,

Pokrywczynski와 Griffin(1994)의 연구는 이러한 표현양식과 관련해서

PPL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영화에 출현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시각

적으로 노출시켰을 때와 시청각적으로 노출시켰을 때와의 회상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 시청각적 노출은 브랜드 회상률 65%로 나타난 반면, 시각적

노출은 43%의 회상률을 보였다. 따라서 시청각적 제시방식이 시각적 제시

방식보다 브랜드의 회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PPL 자극의 현출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현출성(Salience)’은 일

반적으로 ‘장면 내에서의 활동성이 중심이 되는 정도, 즉 PPL된 제품이나

브랜드가 눈에 더 잘 띄는 정도’로 정의되어진다. Gupta 와 Lord(1998)는

현출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하나의 영화에서 두 제품의 비교를 통

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보조 회상에서 현출성이 높은 PPL 은 85%, 현

출성이 낮은 PPL은 5.6%로 나타났으며, 보조 회상에서도 현출성이 높은

PPL은 100%, 현출성이 낮은 PPL은 22.2%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PPL의 광고 자극 특성에 따른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PPL은 시각적 제시보다 시청각적 제시가 더 효과적이며, 자극 제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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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성이 높으면 효과적인 반면, 현출성이 낮으면 회상을 거의 하지 못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

다. PPL은 일반적 광고와 다르게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

에 구성에 주변적인 요인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PPL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통광고와 같은 기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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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임 내 PPL광고

게임 내 브랜드 삽입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브랜드에 대한 상기나

인지도가 대부분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에게는

게임 콘텐츠 자체가 주의를 몰입하게 하는 자극으로 존재하는 반면 게임에

삽입된 제품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주변적 자극으로 받아들

여지기 때문이다(Lee et al, 2007; Nelson et al, 2006). 게임 속에 PPL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 능동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매체이용 속성으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몰입강도가 영화나 TV보다도 순간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

이고, 따라서 게임 콘텐츠와 삽입되는 제품 브랜드가 광고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효규 외, 2008).

초기 게임연구는 복잡한 그래픽과 조작방법으로 구성된 게임이 아닌 단

순한 형태의 게임 배너광고물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김재휘, 김지호,

김재한(2002)은 ‘서치아이 온라인’의 ‘틀린 그림찾기’ 게임에 배너광고를 노

출시켜 그 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게임과 연관되지 않은 광고 ‘비 콘

텐츠 광고’와 게임과 연관 된 배너광고에서 틀린 그림을 찾게 하는 ‘콘텐츠

광고’로 구분하여 효과 차이를 연구하였다. 또한 온라인 게임 상황과 오프

라인 게임 상황에 따른 효과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게임과 관

련된 콘텐츠 광고가 관련되지 않은 비 콘텐츠 광고에 비해서 광고의 노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게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

의 광고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주선(2003)은 온라인 게임의 PPL 효과 연구에서 오토바이 레이싱 게

임을 대상으로 맥락효과와 배치 유형에 따라서 4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하였

다. 연구결과 PPL에 노출된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회상을 하였으

며, 온셋배치가 크리에이티브 배치보다 제품의 태도, 구매효과 모두 높았

다. 또한 맥락효과가 높을수록 구매의도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의

태도에는 맥락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규와 최영균(2008)은 PPL 광고의 노출횟수와 브랜드 친숙도가 브랜

드 회상과 재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브랜드 친숙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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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브랜드가 낮은 브랜드보다 PPL 브랜드 회상과 재인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노출횟수가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을 때, 브랜

드 회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재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장요섭(2007)은 축구 게임에서의 광고 PPL과 게임의 이미지 일치성, 게

임의 즐거움이 PPL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게임과

브랜드 이미지의 일치성이 높을 때 암묵적 기억, 브랜드 태도, 브랜드 신뢰

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게임의 즐거움이 높

은 경우 브랜드 태도, 브랜드 신뢰성, 제품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

지만 브랜드에 대한 기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Yang외 3명(2007)은 게임 내 광고 효과에 대한 연구로 레이싱 게임과

축구게임(FIFA 2002)을 대상으로 3그룹(레이싱게임, 축구게임,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PPL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단어조각완성 테스트(Word-Fragment

Completion Test)를 이용하여 PPL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게임과 제시 브

랜드의 맥락이 일치할수록 회상률도 높아졌지만 게임의 종류에 따른 회상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Lee와 Faber(2007)는 레이싱 게임을 대상으로 하여 배치형태를 초점 내

배치(Focal Placement)와 주변배치(Peripheral Placement)로 구분하고 PPL

이미지와의 일치성, 게임에 대한 관여도, 조작능력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PPL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초점 내 배치가 주변배치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PL 배치와 게임의 경험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험이 풍부한 플레이어가 더욱 PPL 효과가 있었다. 게임의 경험

과 게임에 대한 관여도, 이미지 일치성에서는 게임의 경험과 관여만 영향

을 미치지만 이미지의 일치는 PPL 효과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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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목적 연구 결과

김재휘, 
김지호, 
김재한(2002)

‘틀린 그림찾기’ 게임에 
배너광고를 노출시켜 효과 
연구

게임과 연계된 콘텐츠 광고가 연계되
지 않은 비 콘텐츠 광고에 비해서 광
고의 노출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주선(2003)
게임 내 맥락효과와 배치
유형에 따라 간접광고효과 
연구

광고에 노출된 집단이 더 높은 회상
을 하였으며, 배치형태에 따라 제품
의 태도와 구매효과가 달라진다.

김효규와
최영균(2008)

 PPL 광고의 노출횟수와 
브랜드 친숙도가 브랜드 
회상과 재인에 미치는 영
향 연구

브랜드 친밀도가 높은 브랜드가 PPL
된 브랜드를 회상하거나 재인하는 빈
도가 높게 나타난다.
노출횟수가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을 
때, 브랜드 회상이 높게 나타나며, 
재인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장요섭(2007)

축구 게임에서 나타난 광
고 PPL과 게임의 이미지
의 일치성(축구화, 세제광
고)과 게임의 즐거움(현장
감, 실제감, 자연스러움)이 
PPL의 효과에 미치는 영
향 연구

게임과 브랜드의 이미지 일치성이 높
은 경우 암묵적 기억, 브랜드 태도, 
브랜드 신뢰성, 브랜드 제품 구매의
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며, 게임의 즐
거움이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 브랜
드 신뢰성, 제품 구매의도가 높게 나
타난다. 

Yang외 
3명(2007)

스포츠 게임에서 브랜드 
맥락과 종류에 따른 브랜
드 회상률 연구

게임과 제시 브랜드의 맥락이 일치할
수록 높은 회상률을 보이며, 게임의 
종류에 따른 회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Lee와 
Faber(2007)

게임 내 브랜드 배치형태
와 이미지 일치성, 관여
도, 조작능력에 따른 PPL
효과 연구

초점 내 배치가 주변배치보다 더욱 
효과가 크며, 경험이 풍부한 플레이
어에게 PPL 효과가 있다.
게임의 경험과 게임에 대한 관여, 이
미지 일치성에서는 게임의 경험과 관
여만 연관이 있고 이미지의 일치는 
PPL 효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게임 내 광고에 관한 주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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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PL의 직접적인 기억 효과 측정의 한계

PPL의 기억 효과를 측정한 기존연구들은 전통광고에서 기억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PPL의 기억 효과를 측정하고 검증해 왔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명확한 PPL의 자극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속

PPL을 중점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PPL를

광고의 다른 대체 광고로 취급하여 마케팅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통광

고에서 이용하였던 기억 측정 방식을 비슷하게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광고에서 사용하던 직접적인 회상과 재인을 측정하여

기억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PPL이 광고 자극으로서 가지는 특성에 맞

게 설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김재휘 외, 2003). 따라서 PPL의

특성에 맞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억 측정 방식을 고안하여 기억효

과를 측정하고 검증 할 필요성이 있다.

PPL의 기억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PPL 기억효

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

한 PPL의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 광고보다 자극 수

준이 낮은 PPL 광고효과의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과는 다

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심리학적 접근으로 명시적 기억(명

확한 기억을 인출)과 암묵적 기억(잠재적인 기억의 인출)의 측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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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억 차원 및 종류

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기억은 명시적 기억(Explicit memory)과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

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기억은 응답자가 이전 학습이나 경험에 대해 의

식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상하고 재인하는 것이다(Krishnan et al, 1999). 이

것은 흔히 직접적 기억, 의도적 기억, 또는 의식적 기억이라고 불린다. 또

한 의식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보 또는 지식으로 정의 된다

(Krishnan et al, 1999). 명시적 기억은 “응답자로 하여금 학습일화를 의도

적으로 인출해내도록 요구하는 검사”로 주로 회상(Recall)과 재인

(Recognition)을 통한 명확하고 직접적 인출 방식을 통해 측정된다

(Krishnan et al, 1999). 응답자들은 과거의 노출에 대하여 직접적인 단서가

주어지고 회상 또는 재인을 하도록 요구되며 기억 정도인 측정치는 정확률

로 본다(이정모 외, 1999). 회상은 학습한 정보를 개인이 스스로 인출해내

는 것이고 재인은 학습한 정보를 개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다(이학식 외, 2004).

이와 달리 암묵적 기억은 이전의 학습이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의식적 회상 없이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지현상(Retention)이다. 응답자

들은 노출되었던 사건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출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일을 할 때 그 사건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암묵적 기억을 최초로 언급한

연구자는 프랑스 철학자 Desartes로 그의 연구에서 아동이 신기하거나 혐오

스러운 경험을 했을 경우 아동의 기억 속에 명시적인 기억과 관계없이 남는

다고 하였다(Schacter, 1987). 또한 암묵적 기억에 대한 최초의 실험연구에서

Ebbinghaus는 학습된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 기억이 인출되지 못했지만 학습

수행이 증진된 것을 통해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였다(유창조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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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억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일반적으로 회상 또는 재인 측정과 같은 기억 측정은 피험자들에게 정보

를 상기하여 기억을 불러내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근 인

지심리학 분야에서는 이전 경험이 행동과 기억에 암묵적으로도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람들 자신이

행한 행동의 정확한 이유를 모를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떠한 정보에 노출되

었는지 스스로 모르는 경우에도 노출된 정보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Jacoby et al, 1987). 자극에 대한 과

거 노출의 무의식적 혹은 암묵적인 영향은 아마도 암묵적 기억 검사 측정

분야에서 가장 잘 나타날 것이다(Roediger, 1990; Roediger et al, 1993;

Schacter, 1987).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암묵적 기억 검사는 피험자들에게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의식적으로 회상해내는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 기억 검사와는 다르

다(Roediger, 1990; Roediger et al, 1993; Schacter, 1987). 명시적 기억 검

사는 학습된 일화를 의도적으로 생각해 낼 것을 요구하여 기억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자유회상, 보조회상, 재인 등과 같은 기억 검사들을 포함한다. 반

면 암묵적 기억 검사는 학습된 일화를 기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피험자로

하여금 이 검사를 기억 측정과 상관없는 과제로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검사로서 단어 식별, 단어 조각 완성, 어간 완성, 어휘판단 등이 이에 속한

다(이재호 외, 2002). 결국,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의도적인 노력의 여부와 의식적인 재생 경험 즉 재생의 자각 여부

라고 할 수 있다(Schacter et al, 1998).

암묵적인 기억을 연구하고 증명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직접

또는 반복적 점화효과(Priming Effect)이다. 점화란 “사전에 어떤 정보에

노출했다는 것이 이후 그 정보를 인출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현상”을 말한

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정보에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관계없이 많

이 노출될수록 나중에 그와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사전에 노출된 자극의

영향을 받아 인지 처리한다는 것이다(Tulving et al, 1990). 암묵적 기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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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이러한 점화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많이 사용하

는 것은 어근 완성과 단어조각 검사를 꼽을 수 있다.

예로, Jacoby(1983)는 피험자들을 무맥락 조건, 맥락 조건과 단어 생성

조건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후 무맥락 조건의 집단에게는 단어를 하나씩

제시하며 읽게 하고, 맥락 조건의 집단에게는 맥락 속에서 단어를 읽게 하

고, 세 번째 조건인 단어 생성 조건의 집단에서는 주어진 맥락을 사용하여

단어를 만들도록 했다. 재인률은 단어 생성 조건, 맥락조건, 무맥락 조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지만, 지각적 식별 검사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맥락이 없이 단어를 읽는 조건에서 점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습 처리의 수준이나 유형이 점화와 기억에 차별적

효과를 미친다는 기억의 해리 현상은 이후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Graf와 Mandler(1984)는 기억검사의 단서들을 동일하게 하고 단지 과제

에 대한 지시만을 변화시켰을 때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에 대한 학습

과제조작의 해리 효과를 발견하였다. 어간을 이용하여 학습목록단어들을

기억해 내도록 했을 때 정교형 학습처리 후에 회상률이 비정교형 학습처리

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단어 완성 검사에서는 학습과제유형이 점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chacter와 McGlynn(1987)은 통상적인 관용구를 가지고 동일한 단서에

대해 자유연상 검사와 단어회상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명시적 기억

은 정교형 학습과제와 비정교형 학습과제에 영향을 받은 것에 반하여 암묵

적 기억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음으로, 제시 양상이나 다른 유형의 표면 정보에 있어 학습-테스트 변

화에 의한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 효과의 해리 현상이 나타났다

(Clarke et al, 1983; Jacoby et al, 1981; Kirsner, 1983; Roediger et al,

1987). Roediger에 따르면 정보의 학습 시에는 청각적으로 하고 테스트 시

에는 시각적으로 진행했을 경우, 명시적 기억은 학습-테스트 시 양식의

변화여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나 암묵적 기억은 학습시의 양식과 테

스트의 양식이 바뀌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Weldon와 Roediger(1987)는 피험자들에게 그림과 단어들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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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목록을 학습하게 한 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자유회상 검

사, 다른 집단에게는 단어 조각 검사를 받게 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 회상

검사를 실시 할 때는 전형적인 그림 우월효과로 그림이 단어보다 더 잘 회

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반면 단어 조각 검사에서는 단어가 더

높은 점화를 보였다.

앞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암묵적 기억의 측정 방식과 암묵적 기억과 명

시적 기억의 해리 현상을 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Schacter(1989)는 암묵

적인 기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

다. 첫 번째, 부호화 수준이나 유형은 명시적인 기억에는 큰 영향을 주지

만, 암묵적 기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학습-테스트간의 표시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암묵적 기억에 대한 수행은 변화시키지만, 명시적

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 번째, 간섭은 명시적 기억 검사의 수행

을 감소시키지만 암묵적인 기억의 수행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연구

들의 몇몇은 암묵적인 기억 검사와 명시적인 기억 검사의 수행이 통계적으

로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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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고에 대한 기억 효과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광고의 기억효과에 대하여 명시적 기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국외 광고 효과에 대한 논문들 중

암묵적 기억에 관한 광고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은 충분하지 않은 형편이

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은 광고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성향을 가

지고 있어 광고효과를 명시적 기억으로만 측정하고 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광고효과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광고의 암묵적 기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Shanker와 Shapiro(1996)는 암묵적 기억 연구를 위하여 광고 맥락 속 상

표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의미 처리집단은 광고에서의

상표명 보이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의미처리집단은 상표명과 제품

과 이미지 일치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비의미처리 집단은 의미

처리 집단보다 암묵적 기억 검사 수행이 더 좋았고 명시적 기억 검사에서

는 의미처리 집단이 더 좋은 수행률을 보였다.

또한, Shapiro, Heckler와 McInnis(1997)는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하지 않

은 광고에 대한 기억과 광고태도 상표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잡지

기사를 만들어 광고를 기사의 사이에 삽입하여 피험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세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광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였고, 다른 집단에게는 광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과제를 제시하여 광고에 신경쓰지 않

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집단에게는 광고를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집단이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집

단보다 광고태도와 상표태도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의식

적 노출이라도 암묵적 기억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암묵적 기억은 상표

태도와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Seh-Woong Chung과 Katrin Szymanski(1997)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브

랜드 선택이 이전 노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몰라도 브랜드에 대

한 사전 노출이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에 있어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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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관점에서, 브랜드 선택을 암묵적 기억 검사로 알아보았다. 연구결

과, 저관여 브랜드는 시각적 노출이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쳤지만 고관

여 브랜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암묵적 기억 점화에 의한

브랜드 선택은 저관여일 때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창조(1997)는 재인검사와 어근완성 검사를 통해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

였다. 피험자들에게 기존의 상표명을 통하여 비의미처리와 의미처리를 하

게하고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명시적 기억은 상

표명 의미처리 유형에 따라 기억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암묵적 기억은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완석과 김용만(1999)는 광고에서 나타나는 암묵적 기억의 효과를 상표

관련 기억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실험상표와 상표명,

상표속성에 대한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기 위하여 6개의 광고를 제작하였고

광고처리 유형에 따라 상표 태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표명과 상표속

성에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의 해리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의미처리 집

단과 비의미처리 집단 모두 긍정적인 상표태도를 보였다.

Shapiro와 Krishnan(2001)는 소비자가 과거에 노출된 광고를 의도적으로

기억해내려는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암묵적 기억 인출에 대

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는 369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에 대한

주의집중이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명시적 기억은 노출과 평가 사이에 시간에 광고의 주의도가 영향을

받지만, 암묵적 기억은 노출과 평가 사이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광고 영역에서 연구된 암묵적 기억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그 연구의 수는 아직 제한적이고 광고 브랜드명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광고에 암묵적 기억의 효과를 검증하고 명시적 기억과 다른

결과인 기억의 해리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암묵적 기억은 광고태

도와 상표태도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았다고 인지하거나 의

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광고나 상표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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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광고 환경은 복잡하고, 무수히 많은 광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소

비자들은 더 이상 광고 하나하나에 주목하거나 광고에서 제공하는 의식적

인 정보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광고의 암묵적인 기억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김재휘 외, 2007). 따라서 전통광고와는 다르

게 광고의 자극 수준이 약하고, 시청자에 의해서 중심적인 메시지로 지각되

지 않는 간접광고인 PPL의 경우나 스포츠 경기장 A보드 광고는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각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 효과 측정에 있어서도 의도적

인 회상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기억보다는 암묵적인 기억의 효과를 더 기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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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한 시각적 주의 연구

가. 시각적 주의 연구

시각적 주의는 응시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들이 광고

를 인식하고 광고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이

다(Vakratsas et al, 1999).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시각기관에는 모양, 색깔,

거리, 움직임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정보가 끊임없이 입력된다. 이

렇게 수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지고 있는 시각 정보 처리 체계

덕에 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광고에 대한 시각적 주의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시각 정보 처리 체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성’은 정보

의 과잉부하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일상 환경에

서 특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머지는 배제한다. ‘응시’를 함으로써 그

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환경의 특정한 세부 부분에 두고 그 주의가

주어진 세부 부분들을 주어지지 않은 부분들보다 깊게 처리하는 것이다(박

진희, 2009).

선행연구에서의 인터넷 배너 광고의 시각적 주의와 기억에 관하여 연구

를 살펴보면, Benway(1999)는 실험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배

너 광고의 내용을 못보고 지나치거나 존재의 인식조차 못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발견했다. Dreze와 Hussher(2003)는 아이트래커(Eye-Tracker) 실

험을 통해 반 이상의 배너 광고가 인터넷 사용자의 시각적 주의를 끌지 못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일부러 광고에서 주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스포츠 경기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적 주의는 A보드 광고가 아닌 스포츠경기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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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트래커(Eye-Tracker)의 개념

사전적으로 아이트래커(Eye-Tracker)라고도 불리지만 통상적인 명칭은

아이트래킹(Eye Tracking)이라고 부른다. 아이트래커(Eye-Tracker)는 인

간의 눈동자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정

보습득 결과를 고정(Fixations), 추적(Pursuit), 순간적 이동(Saccade), 응시

경로(Gaze path), 응시횟수(Frequency)로 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이트

래커(Eye-Tracker) 시스템은 시선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인지 특성 및 심

성 특성을 통하여 대상에 대한 관심도 및 관심 순위 등을 측정, 데이터화

시키는 장비로서 의학, 약학, 신경학, 인간공학, 심리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약 100여 년 전부터 안구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Louis Emile Javal(1987)는 연구시험을 통

해 사람들이 문장을 읽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짧은 정지점과 빠른 안구 단속 운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

다. 또한 Yarbus(1967)는 시선추적 기술에 대한 중요한 실험으로 같은 이

미지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눈의 움직임의 영향에 대한 연구

를 하였고, 사람들의 생각을 주의력, 관심영역등 시선추적 결과를 통해 표

현 할 수 있다고 나타냈다. 아이트래커(Eye-Tracker) 기술은 물체를 주시

하고 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각막광과 동공을 추적해서 실

험대상을 바라고 있는 안구운동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거의 안

구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뤄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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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한 연구

광고 효과 입증을 위해서 아이트래커(Eye-Tracker)라는 장비를 이용해

시각적 주의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

다. 하지만 Mandler et al. (1987)은 광고의 노출이 충분하지 않고 그 정보

가 한정되어 있어 사람들이 광고의 내용을 충분하게 기억하고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친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는데 충분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회상과 재인이 완벽하게 일어나기에

는 미비한 정보의 광고라도 시각에 노출이 된다면 광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는 광고를 본다는 선행 행위가 일어나야 광고를 회상 또는 재인할

수 있다. 보지도 않은 것을 회상이나 재인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즉, 광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보았다는 행

위가 그 제품에 대한 친밀도와 기호를 높여주기 때문에 시각적 주의가 광

고 효과를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변수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기

술적인 문제로 인해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회상과 재인 중심으로 광고 효과

를 측정해왔다. 따라서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한 광고 효과 측정

에는 어떠한 연구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Wedel과 Pieters의 2000년 연구에서는 인쇄광고에 대한 사용자의 시각

고정 정도와 광고로 노출된 브랜드에 대한 사용자의 기억력에 대해 연구하

였다.

온라인 분야에서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한 선행 연구로는 주

로 인터넷 광고에서의 시각적 주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

광고에 대한 사용자들의 시각적 주의 연구 결과, 제시 유형(그림 또는 텍

스트), 배경색과 대조, 광고 자극 내 대조, 정보 탐색 여부 등이 광고 응시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김지호, 김재휘, 박하철, 이장한, 2006).

이후 Pieters, Wedel과 Zhang (2007)은 타겟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가 함

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경쟁적 클러터를 고려하여 타겟 브랜드의 광고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시작 주의과정을 주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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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Selection)과 주의고정(Attention Engagement) 2단계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타켓 브랜드에 대한 최적의 광고 계획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Pieters와 Wedel의 2007년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사용

자의 시각 주의 활동이 영향을 받음을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하

여 실증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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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가설

본 연구는 스포츠 경기장 A보드 광고의 기억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온라인

야구게임에서의 시각적 주의도가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과 2) 온라인

야구게임에서의 시각적 주의도가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3) 브랜드 친숙도가 두 가지 기억(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 한다.

경기장 광고와 같은 스폰서십 활동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이끄는 효과적

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Stotlar, 1993). 경기장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기

존광고와는 다른 인식을 제공한다. 경기장 광고와 PPL은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비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데 상당히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경기장 광고의 기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의식적 의

미처리 환경에서의 기억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에 낮은 주위를 기울여지는 환경에서의 기억효과는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다르게 나타났다. 명시적 기억은 주의 정도가 높은 주의적

광고 노출상황에서는 효과가 극대화되고 주의정도가 낮은 부수적 광고 노

출 상황에서는 효과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등 영향을 받았다(Debner et

al, 1994; Shapiro et al, 2001). 또한 암묵적 기억은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

에 관계없이 낮은 주의 정도에서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나타났다(Jacoby et

al, 1981; Shapiro et al, 2001). 즉, 주위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명시적 기억

보다는 암묵적 기억의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광고를 의식

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기억효과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Shanker와 Shapiro(1996)는 상표명의 의미처리와 비의미처리에 따른 명시

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여 암묵적 기억은 비의미 처리 집단에서,

명시적 기억은 의미처리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밝혔다. 또한

김지호, 송미란, 김재휘(2007)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광고는 암묵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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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식적으로 처리된 광고는 재인이 적절한 측정방법이고 하였다. 이는

광고를 무의식적, 비의식적 의미처리를 했을 경우에도 명시적 기억보다는

암묵적 기억을 측정이 용이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청자가 광고를 볼 때 얼마나 주위를 기울이며 광고를 인식하였

는지, 어떠한 정보처리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검증이 어렵

다. 따라서 광고효과를 예측하는데 광고 맥락 속에서 광고에 대한 주의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의 어떠한 영역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

이고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어떤 자극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Duncan et al, 1989).

아이트래커(Eye-Tracker)는 시각의 움직임을 측정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얼마나 오래

봤는지(Fixation Duration)나 자주 봤는지(Fixation Frequency) 등 즉각적

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시각적 주의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Kent와 Allen(1994)은 브랜드 친밀도가 소비자의 광고기억에 미치

는 실험연구에서 소비자에게 익숙하여 친밀한 브랜드의 제품 정보를 그렇

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정보보다 더 많이 기억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

은 그 이유를 스키마의 형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익숙하거나 친밀한 브

랜드는 그와 관련된 제품정보가 그 브랜드와 제품속성 사이에 강한 링크를

지닌 스키마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스키마를 통해서 브랜드

친숙도가 높은 제품의 속성정보가 더 많이 기억되고 인출된다는 것이다(김

효규 외,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비의식적 정보처리 환경에서의 시각

행동 특성을 밝히고, 시각 행동의 특성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브랜드 친숙도를 통제하여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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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가설1. 온라인 야구게임 광고존 시각적 주의도(응시시간과 응시횟수)가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가설 1a : 광고존 응시시간은 암묵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 광고존 응시횟수는 암묵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온라인 야구게임 광고존 시각적 주의도(응시시간과 응시횟수)가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가설 2a : 광고존 응시시간은 명시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 광고존 응시횟수는 명시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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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야구게임에서 노출된 광고에 대한 시각적 주의도

가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탐색하고자 하며 브랜드 친숙도가 기

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야구게임 화면을 게임존(Game Zone)과 광고존(Advertisement

Zone)을 나누어 각 존에 대한 시각적 주의도(응시횟수와 응시시간)를 아이

트래커(Eye-Tracker)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1. 실험 온라인게임 선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온라인 게임으로는 실제 게임 속 활발히 이용

되고 있는 온라인 야구게임 ‘MVP 베이스볼 온라인’을 선정하였다. ‘MVP

베이스볼 온라인’은 스포츠 게임 회사 EA사가 개발하고 엔트리브소프트에

서 서비스하는 게임이다. ‘MVP 베이스볼 온라인’은 특성상 게임의 난이도

가 낮고 마우스 하나로 투구, 타격, 주루, 송구까지 모두 가능한 원플레이

(One-Play) 방식을 지원하여 누구나 손쉽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다.

‘MVP 베이스볼 온라인’을 실험 게임으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는 게임 속

A보드 광고의 친숙도의 수준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임 속 A보

드 광고 브랜드는 수성대 학교, 피파온라인, 리얼 레이싱 등을 포함하고 있

다.

‘MVP 베이스볼 온라인’는 토너먼트, 리그, 홈던 더비 등 다양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격연습’이라는 서비스를 실험

게임으로 선정하였다. ‘타격연습’ 게임은 화면과 광고가 움직이지 않고 투

수가 던지는 공을 타자가 타이밍을 맞춰 마우스를 이용하여 방향과 타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화면에 따른 피험자의 시각적 주의도를 분

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MVP 베이스볼 온라인’의 타격연습 게

임 화면은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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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제 게임화면

그림 3. 아이트래커(Eye-Tracker) 카메라를 통한 게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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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실험 대상자는 응답자의 설문 응답 능력을 고려해 15세 이상의 피험자들

로 제한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게임을 기

존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최근 눈에 관련된 질병이 없었던 사람들

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총 31명의 피험자를 모집하였지만,

그 중 아이트래커(Eye-Tracker)의 적절한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오

류가 있었던 4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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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비

가. 아이트래커(Eye-Tracker)

본 실험의 주의도 측정을 위하여 안구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이동식 아이

트래커(Mobile Eye-Tracker)인 Nac사의 EMR-9(Eye Mark Recorder-9)을

사용하였다.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피 실험자에게 착용시켜 실제 게

임 플레이 상황과 유사한 상태에서 시선운동을 추적하였다. 이 장비는 각

막에 적외선을 반사시켜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장치로, 안구 추적 센

서, 소형 카메라, 그리고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험자의 시각

범위는 시스템에 부착되어 있는 2개의 소형 카메라에 의해서 데이터를 계

속적으로 기록하고, 이 부위에 장치된 두 개의 LED(Light Emitting

Diodes)가 안구에 빛을 보내 각막에 직접적으로 상(Image)을 제공한다. 각

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은 소형 카메라에 있는 조정 거울에 의해서 다시 받

아들여지게 되며, 이 조정 거울은 빛의 반사 위치와 수행자의 시선 위치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정(Calibration)과정을 거쳐 조절 된다.

그림 4. 아이트래커(Eye-Tracker) 장치 EM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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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장비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로는 120GB의 SSD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

어 일반 디스크에 비해 데이터 처리속도가 빠르고 안정되어 게임하기에 적

합한 성능을 갖춘 TOSHIBA 노트북과 모든 실험자에게 동일한 화면크기

와 밝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1920 x 1080 해상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삼

성 24인치 LED모니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보정(Calibration)과정을 위하여

삼성 27인치 HD모니터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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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명 및 동의받기

아이트래커 보정(Calibration)과정

온라인 야구게임 연습타격 10회

온라인 야구게임 실제타격 10회

명시적·암묵적 기억 및 친숙도 측정 설문응답

표 4. 실험 절차

4. 측정 절차

가. 실험 절차

실험과정은 아래 모형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실험하기에 앞서 피험자

에게 실험의 목적과 실험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여 실험 동의서를 받았다.

실험 설명 후에는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착용하고 실험참가자의 안

구에 맞게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그 후 온라인 야구게임을 시행

하기 위하여 모니터를 보고 앉았고, 게임의 이용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마우스를 이용한 연습타격을 10회 실시하였다. 연습타격 10회 후에는 휴식

없이 바로 실제타격을 10회 실시하였다. 온라인 야구 게임이 끝나고 바로

옆자리로 옮겨 게임 속 광고 브랜드에 대한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친숙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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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통제

본 실험은 시선을 측정하여 주의도 분석하는 연구로 시각적인 부분 외

에 청각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스피커의 사운드는 통제 되었다. 실험

은 실험참가자의 몰입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음이 차단된 독립된 공간

의 서울대학교 체육관 연구실에서 진행하였으며 모든 실험자들이 동일한

조도에서 게임을 하도록 형광등을 킨 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중에

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실험 참가자와 모니터의 간격은 30cm로

유지하고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턱 받침대를 설치하였다.

그림 5. 보정(Calibration)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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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이트래커(Eye-Tracker) 착용 모습

그림 7. 실험 과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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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후 설문조사

가. 암묵적 기억 검사

암묵적 기억의 측정을 위해서는 학습일화를 기억해 내도록 요구하지 않

으며 실험 참가자가 이 검사를 기억 측정과 전혀 무관한 과제로 간주하고

수행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박태진, 2002). 설문 질문에 ‘본 설문지는 현

실세계에 관한 귀하의 감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제시하였다.

암묵적 기억의 측정은 문장완성 검사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읽고, 빈칸의

들어갈 수 있는 말(브랜드명)을 답란에 채워 넣으시오’ 에 답할 수 있는 시

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나. 명시적 기억 검사

명시적 기억 측정을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회상검사(Recall Test)와

재인검사(Recognition Test)를 이용하여 각 테스트의 정확률을 가지고 기억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유회상과 재인은 학습일화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출해 낼 것을 요구하여 ‘방금 플레이 하셨던 게임에서 보았던 A보드(광고

판) 브랜드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기술해주십시오.’ 또는 ‘방금 플레이 하셨

던 게임에서 보았던 A보드(광고판) 중 다음의 브랜드를 보았던 것인지 아닌

지를 보기와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 하였다.

다. 브랜드 친숙도 검사

제품 친숙도의 대한 측정문항은 Kent와 Allen(1994)을 참고하여 제품에

대해 들어본 경험, 제품에 대한 간접경험,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온라인 야구 게임 속 광고브랜드를 들

어본 경험, 광고 브랜드에 대한 간접경험과 사전지식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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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처리방법

가. 시각적 주의도 분석

시선 추적 실험에서 안구는 고정(Fixation)과 순간적 이동(Saccade)을 끊

임없이 반복하며 데이터가 기록된다. 화면은 총 9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서

분석되었는데 그 중 게임존과 광고존으로 분할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게

임존은 피험자가 게임을 실행하기 위하여 꼭 주시해야만 하는 공간으로 피

험자들의 시선 분포 유형에 따라 B1, B2, B3를 게임존으로 설정하였다. 광

고존은 게임 속 광고 브랜드가 노출되는 공간과 간접시각 노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화면 속 분할 번호 A1, A2, A3, C1, C2, C3으로 가정하여 설정

하였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데이터가 각각 기록되며 본 연구에서는 양쪽 눈

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총 1분 40초의 영상을 분석하였고 응시

횟수는 시각탐색 과정에서 시선을 고정한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시선 응

시시간은 시선을 고정한 시간(ms)을 분석하였으며 동일한 위치에 시선이

최소 100ms 이상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데이터는

EMR-dFactory 라는 Nac사의 아이트래커(Eye-Tracker) 데이터 분석 프로

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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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광고존에 시선이 있는 피험자의 응시시간 분석화면

그림 9. 광고존에 시선이 없는 피험자의 응시시간 분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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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광고존에 시선이 있는 피험자의 응시횟수 분석

그림 11. 광고존에 시선이 없는 피험자의 응시횟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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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 중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거나 평균과 맞지 않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SPSS 20.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인 평균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위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야구게임에서 시각적 주의도가 암묵적 기억에 미

치는 영향과 온라인 야구게임에서의 시각적 주의도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브랜드 친숙도가 두 가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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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실험에 따른 결과를 수록하고 해석하기에 앞서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주중 게임 이용시간에 따라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먼저 피험자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녀 31명으로 선정하였지만 아이

트래킹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4명을 제외한 27개의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남자 18명(66.3%), 여자가 13명(33.3%)으로

남자가 더 높은 수의 데이터를 나타냈다.

구분　 성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8명 66.7%

여자 9명 33.3%

합계 27명 100%

표 5.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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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임 이용시간

피험자들의 주중 게임 이용시간 분포대는 “주중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인원이 13명(48.1%)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 1시간 미

만”인 인원이 8명(29.6%)로 많았으며, “주 1시간에서 5시간”, “주 5시간에

서 10시간”, “주 10시간에서 18시간”인 인원은 각각 2명(7.4%)로 같은 수치

를 나타냈다.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주중 게임 
이용시간

주중 게임을 하지 않는다 13명 48.1%

주 1시간미만 8명 29.6%

주 1시간에서 5시간 2명 7.4%

주5시간에서 10시간 2명 7.4%

주 10시간에서 18시간 2명 7.4%

합계 27명 100%

표 6. 주중 게임 이용시간 

다. 성별에 따른 주중 게임 이용 빈도

성별에 따른 주중 게임 이용시간으로는 남자가 평균 2.86시간, 여자가 평

균 0.17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대체로 주중 게임 이용시

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평균시간

주중 게임 
이용시간

남자 18 2.8611

여자 9 .1667

표 7. 성별에 따른 주중 게임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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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화면 분할표

본 연구의 게임 화면은 9개로 분할하여 피험자들의 시선분포를 살펴보았

다. 9개의 분할표는 다음과 같다. 피험자들의 시선 분포 유형에 따라 B1,

B2, B3를 게임을 하기 위해 꼭 주시해야하는 게임존으로, 나머지 A1, A2,

A3, C1, C2, C3를 광고에 노출되는 광고존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12. 실험화면 분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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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험화면 구역별 응시횟수 및 응시시간 평균

1) 실험화면 구역별 응시횟수 평균

온라인 야구 게임 내 피험자들의 응시 횟수는 아래 표와 같이 B2가 53.3

회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B1이 40.0회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즉,

피험자들의 응시횟수는 게임존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B C

1 1.9 40.0 4.0

2 0.6 53.3 4.8

3 0.4 2.1 1.0

표 8. 온라인 야구 게임 응시 횟수 분포 

2) 실험화면 구역별 응시시간 평균

온라인 야구 게임 내 피험자들의 응시 시간 역시 B2가 89.4초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B1이 40.5초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즉, 피험자들의 시

선이 광고존에는 굉장히 적은 부분만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1 0.6 40.5 1.3

2 0.2 89.4 2.3

3 0.1 1.5 0.3

표 9. 온라인 야구 게임 응시 시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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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시적·암묵적 기억 정답률

온라인 야구 게임 실험 후 피험자들의 기억을 비교해보았을 때, 암묵적

기억은 약 20%, 명시적 기억은 약 5%의 정답률을 보였다. 즉, 온라인 게

임 내의 광고는 암묵적 기억에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암묵적기억 27 0.00 55.00 20.48 18.89723

명시적기억 27 0.00 28.00 4.59 8.35399

유효수 
(목록별)

27 　 　 　 　

표 10. 명시적·암묵적 기억 정답률 

그림 13. 온라인 야구게임 내 암묵적기억과 명시적기억 정답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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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t값(유의도) B t값(유의도)
상수 13.804 3.659(.001) -22.048 -1.751(.093)

광고존 응시시간 1.361 3.173(.004) 1.059 2.724(.012)

브랜드 친숙도 1.070 2.950(.007)

통계량
R² =.287, 수정된 R²=.259, 

F=10.065, p<0.05
R² =.477, 수정된 R²=.433, 

F=10.933, p<0.05

표 11. 광고존 응시시간이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2. 가설 검증

가. 온라인 야구게임 내 광고존 시각적 주의도(응시시간과 응시

횟수)가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1) 광고존 응시시간이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가설 1a “광고존 응시시간은 암묵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

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0] 모형 1에 나온

바와 같이 R²=.287, F=10.065,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a는 지지되었다. 즉, 광고존 응시시간이 길

수록 암묵적 기억의 점화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독립변수: 광고존 응시시간, 브랜드친숙도)는 모형 1에서 독립변

수로 브랜드 친숙도를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형설명력이

47.7%(R²=0.477)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모형 1의 28.7%(R²=0.287)과 비교

하여 볼 때, 19%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광고존 응시시간

(t=2.724, p<0.05)과 브랜드 친숙도(t=2.950, p<0.05) 모두 암묵적 기억의 점

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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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t값(유의도) B t값(유의도)
상수 12.182 3.007(.006) -19.584 -1.476(.153)

광고존 응시횟수 .653 3.212(.004) .459 2.288(.031)

브랜드 친숙도 .981 2.493(.020)

통계량
R² = .292, 수정된 R²=.264, 

F=10.314, p<0.05
R² = .438, 수정된 R²=.391 

F=9.339, p<0.05

표 12. 광고존 응시횟수가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2) 광고존 응시횟수가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가설 1b “광고존 응시횟수는 암묵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

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1] 모형 1에 나온

바와 같이 R²=.292, F=10.314,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b 역시 지지되었다. 즉, 광고존 응시횟수가

높을 수록 암묵적 기억의 점화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독립변수: 광고존 응시횟수, 브랜드친숙도)는 모형 1에서 독립변

수로 브랜드 친숙도를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형설명력이

43.8%(R²=0.438)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모형 1의 29.2%(R²=0.292)과 비교

하여 볼 때, 14.6%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광고존 응시시간

(t=2.288, p<0.05)과 브랜드 친숙도(t=2.493, p<0.05) 모두 암묵적 기억의 점

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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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t값(유의도) B t값(유의도)

상수 1.427 .882(.386) 1.344 .213(.833)

광고존 응시시간 .645 3.511(.002) .644 3.315(.003)

브랜드 친숙도 .002 .014(.989)

통계량
R² = .330, 수정된 R²=.303, 

F=12.326, p<0.05
R² = .330, 수정된 R²=.274 

F=5.917, p<0.05

표 13. 광고존 응시시간이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나. 온라인 야구게임 내 광고존 시각적 주의도(응시시간과 응시

횟수)가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1) 광고존 응시시간이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가설 2a “광고존 응시시간은 명시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

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12] 모형 1에서 나타내는 바

와 같이 R²=.330, F=12.326,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고존 응시시간이 길어질수록 명시적 기억의 회상과

재인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독립변수: 광고존 응시시간, 브랜드친숙도)는 모형 1에서 독립변

수로 브랜드 친숙도를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형설명력이

33%(R²=0.330)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모형 1의 33%(R²=0.330)과 비교하

여 볼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광고존 응시시간(t=3.315, p<0.05)

은 명시적 기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브랜드 친숙도

(t=0.014, p>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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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t값(유의도) B t값(유의도)

상수 2.168 1.090(.286) 1.568 .215(.832)

광고존 응시횟수 .191 1.912(.067) .187 1.694(.103)

브랜드 친숙도 .019 .086(.933)

통계량
R² = .128, 수정된 R²=.093, 

F=3.656, p>0.05
R² = .128, 수정된 R²=.055 

F=1.759, p>0.05

표 14. 광고존 응시횟수가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2) 광고존 응시횟수가 명시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가설 2b “광고존 응시횟수는 명시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

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아래 [표 13] 모형 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R²=.128, F=3.656,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고존 응시횟수가 높아도 명시적 기

억의 회상과 재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독립변수: 광고존 응시횟수, 브랜드친숙도)는 모형 1에서 독립변

수로 브랜드 친숙도를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형설명력이

12.8%(R²=0.128)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모형 1의 12.8%(R²=0.128)과 비교

하여 볼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광고존 응시횟수(t=1.694,

p>0.05)와 브랜드 친숙도(t=0.086, p>0.05)는 모두 명시적 기억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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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결과

가설1a 광고존 응시시간은 암묵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1b 광고존 응시횟수는 암묵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2a 광고존 응시시간은 명시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2b 광고존 응시횟수는 명시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15. 가설 검증 결과표 

3. 가설 검증 결과표

위의 가설 검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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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경기장 A보드 광고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비

슷한 환경인 온라인 야구 게임을 선정하여 실시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게임 플레이 상황에서 노출된 A보드 광고

에 대한 시각적 주의도와 기억 시스템인 명시적 기억 및 암묵적 기억에 미

치는 영향을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온라인 야

구 게임 화면의 분할은 이용자의 시선이 A보드 광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

는 영역인 게임존(Game zone) 영역과 직접적 노출 위와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간접적 노출 영역을 광고존(Advertisement Zone)이라고 가정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시각적 주의와 기억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각적

주의 패턴을 응시시간과 응시횟수 두 가지로 나누어 광고존에 대한 시각적

주의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영향을 조사하는 데 선행연구에서 기억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브랜드 친숙도를 통제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 진행하여 31명의 대학원생들을 피험

자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은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착용하고 보정과

정을 거쳐 온라인 야구게임을 플레이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피험자들의 온

라인 게임 중 시각적 주의도를 측정하고 실험 후 설문으로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A보드 광고효과를 측정함에 명시적

기억뿐만 아니라 암묵적 기억의 측정을 분석하여 기억효과를 더욱 정교하

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하여 정

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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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구게임 이용 중 시각적 주의도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하여 야구 게임 이용 중 시각적 주의도

를 살펴보고자 광고존과 게임존에 보여지는 피험자들의 응시횟수와 응시시

간을 수치화 시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의 A보드 광고존 응시시간과 응시횟수는 게임존에 비

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 졌다. 이는 피험자들의 시각적 주의가 광고가

아닌 다른 작업에 분산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무의식적인 기억처리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각적 주의도와 암묵적 기억

가설 1은 온라인 야구게임의 A보드 광고의 시각적 주의도가 암묵적 기

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야구 게임 내 시각적 주의도는 응

시간과 응시횟수로 나누어 확인하였으며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암묵적 기억 측정은 게임 플레이 후 설문지로 진행되었

다. 설문 내용은 기억 측정이라는 목적을 숨기기 위하여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설명 한 뒤 에피소드 형식의 문제를 제시하여 단어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야구 게임의 A보드 광고존 응시시간과 응시

횟수 모두 암묵적 기억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존 연구에서는 암묵적 기억은 주의 정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낮은 주

의 정도에서도 효과가 유지 된다고 주장하였다(Jacoby et al, 1981;

Shapiro et al, 2001). 즉, 암묵적 기억은 낮은 주의정도와 높은 주의정도

모두에 효과가 보여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hanker와

Shapiro(1996)는 상표명의 의미처리와 비의미처리에 따른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측정하였을 때 암묵적 기억은 비의미 처리 집단에서 더 높

게 나타나는 결과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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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맥락에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에 대한 시각적 주의도가 높지 않아도, 이

용자들이 자신이 광고를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도 광고에

대한 암묵적 기억 효과는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각적 주의는 미

비하게 존재하고, 시각적 주의가 중심이 아닌 주변 시에서 처리되더라도

암묵적 기억이 형성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시각적 주의도와 명시적 기억

가설 2는 온라인 야구게임의 A보드 광고의 시각적 주의도가 명시적 기

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야구 게임 내 시각적 주의도는 암

묵적 기억의 측정과 같이 응시간과 응시횟수로 나누어 아이트래커

(Eye-Tracker)로 확인하였다. 명시적 기억의 측정은 회상(Recall)과 재인

(Recognition)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탐색하였다. 회상 질문은 게임을 하면

서 보았던 광고 브랜드를 기술 할 것을 지시하였고 재인 질문은 게임에서

보았던 광고 브랜드를 보기를 제시하여 체크 할 것을 지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야구 게임의 A보드 광고존 응시시간은 명시

적 기억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시횟수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명시적 기억은 주의 정도

가 높은 주의적 광고 노출상황에서는 효과가 극대화되고 주의정도가 낮은

부수적 광고 노출 상황에서는 효과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등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Debner et al, 1994; Shapiro et al, 2001). 김지호, 송미란, 김

재휘(2007)은 의식적으로 처리된 광고는 재인이 적절한 측정방법이고 하였

다. 즉, 시각적 주의가 낮아 의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광고는 명시적 기억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거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응시시간과 응시횟수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이는 응시시간이 나타

내는 집중력 또는 몰입은 명시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순노출

을 나타내는 응시횟수는 명시적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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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랜드친숙도의 영향

본 연구를 통하여 암묵적 기억과 명시적 기억이 브랜드 친숙도에 받는

영향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Kent와 Allen은 소비자의 광고기억에서 친숙

도가 높은 브랜드가 그렇지 않은 브랜드보다 더 많이 기억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억효과에 미치는 브랜드 친숙도에 대한 전반적인 선행연구에

서는 대게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암묵적 기억은 브랜드 친숙도의 영향을 받는 반면 명

시적 기억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광고에서 기억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보다 기억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

를 처리 할 때 자신이 이미 친숙한 브랜드에 영향을 받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시각적 주의도가 낮은 노출이 있을 때는 광고 그 자체에 대

한 기억에 친숙한 브랜드에 대한 영향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5.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시각적주의 연구를 넘어 경험적인 수준

에서의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시각적 주의를 아이트래커(Eye-Track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자기응답방식의 설문에만 의존하였던

연구들에 비하여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시각적주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A보드 광고와 같은 간접광고의 기억효과를 측정하

는데 있어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을 나누어 측정함으로 더욱 세밀한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로는 스포츠 경기 내 광고에 대한 무의식적 정보

처리 환경에도 암묵적 기억의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제시 할 수

있다. 시각적 주의가 낮음에도, 광고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기억에는 영향이 있고 기억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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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시간과 응시횟수가 다른 기억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

는데 이는 광고의 노출횟수와 노출시간의 차이를 염두한 광고 전략이 필요

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

지 제한점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 참가자의 수가 한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데이터에 오류가

있던 혹은 아이트래커(Eye-Tracker)의 보정과정을 실패한 4명을 제외하여

총 27명의 표본만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상이 대학생 및 대

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여 검증한다면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실험 게임 플레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다. 실험 게임 플레

이 시간은 약 1분 40초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실제 게임 상황에

비해 짧기 때문에 실제 게임 상황으로 가정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게임 플레이 시간을 늘려 실제 게임 상황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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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스포츠 경기장 A보드 광고는 스포츠 스폰서십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

비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를 창출하고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야구게임 A보드 광고의 기억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포츠 온라인 게임 플레이 상황에서 노출된 광고

에 대한 시각적 주의도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아

이트래커(Eye-Tracker)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야구 게임 중 피험자들의 A보드 광고존 응시시간과 응시횟

수는 게임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여 졌다.

둘째, 온라인 야구 게임 중 피험자들의 A보드 광고존 응시시간과 응시횟

수 모두 암묵적 기억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야구 게임 중 피험자들의 A보드 광고존 응시시간은 명시적

기억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시횟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암묵적 기억은 온라인 야구 게임 중 A보드 광고에 대한 브랜드 친

숙도의 영향을 받는 반면 명시적 기억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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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A-Board Memory Effects

on Online Baseball Game

: Using an Eye-Tracker

Inae Oh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ard advertisement is an one of the representative sports

sponsorship which provides positive brand images and purchase

intens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A-board advertisement in

a sports stadium through an online baseball game that is a simulation

of a real sports game. It also measures the visual attention on the

game with the Eye-Tracker and examines how it affects implicit

memory and explicit memory. In doing so, the effect of brand

familiarity is controlled.

For this study, the online baseball game screen was divided as Game

Zone and Advertisement Zone to explore level of visual atten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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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zones with Eye-Tracker. The online game was selected with

“MVP Baseball Online” which is used by game users in real world. A

total of 27 participants played the game and responded to questions

about implicit memory, explicit memory and brand familiarity on survey

after the experimen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analysis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Also, fixation frequency and

fixation duration as the visual attentions were analyzed by using

Eye-Tracker analysis program EMR-dFactory.

The result reveals that the visual attention on the advertisement

zone is very low compared to the visual attention on the game zone. In

such an unconscious information process environment, the eyes fixation

duration and the eyes fixation frequency affect implicit memory, but

explicit memory is affected only by the eyes fixation duration. Also,

implicit memory effect is more eminent when the brand familiarity is

controlled.

Keywords : A-board advertising, Sports sponsorship, Explicit memory,

Implicit memory, Eye-Tracker, Product placement

Student Number : 2014-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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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야구 게임 A보드 광고효과에 관한 설문

부 록

<부록 Ⅰ>

암묵적 기억 검사 – 단어완성 검사(Word Fragment Test)

<부록 Ⅱ- 1>

명시적 기억 검사 - 회상검사(Recall Test)

<부록 Ⅱ- 2>

명시적 기억 검사 – 재인검사(Recognition Test)

<부록 Ⅲ>

브랜드 친숙도 검사 – 제품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 제품에 대한

간접경험,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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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 도서관에서 한 학생(A)이 친구(B)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 오늘 날씨 정말 좋다.
B : 그러니까, 이런 날은 밖에 놀러 나가야 하는데 말이야.
A : 하지만 우리에겐 내일까지 내야하는 과제가 있지...
B : 아, 정말 하기 싫다.. 우리 게임 딱 한판만 할까?
A : 뭐 재밌는 거 있어?
B : 난 요즘 ①피 _ _ 라 _ 하는 데 재밌더라고
A : 그래? 난 ②리 _ _이 _ 게임 하는데, 이것도 재밌어!

<답안> ①                               ② 

<모 고등학교에서 선생님(A)과 학생(B)이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A :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니?
B : 아직 부모님과 상의 중이에요, 선생님.
A : 진학하고 싶은 학교는 빨리 정할수록 좋아.
B : 네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A : 그래,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해보고 선생님께 알려주렴.
B : 네 사실은 부모님과 알아본 대학 중에 ③수 _ _ 학 _ 라는 곳이 있어요.
A : 그렇구나, 그 학교도 좋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자.

<답안> ③                       

Ⅰ. 본 설문지는 현실세계에 관한 귀하의 감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고 생각나는 단어를 기입해 주십시오. 
※ 대답을 알 수 없는 문항에는 (?) 표시를 해주십시오. 
※ 빈칸(_) 하나는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Part 1>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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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에서 한 학생(A)이 선배(B)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A : 선배, 취업 축하드려요!
B : 고마워, 네가 응원해준 덕분이야.
A : 아니에요, 취업 준비 방법 좀 전수해주세요.
B : 당연하지, 너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니?
A : 저는 미디어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B : 그렇다면 ④서 _ 미 _ _ 같은 회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A : 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고마워요 선배.

<답안> ④                       

<모 카페에서 한 학생(A)와 친구(B)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 너 핸드폰 바꿨네? 와 완전 최신 폰이잖아!
B : 응, 우리 아빠가 생일선물로 사주셨어.
A : 우와 부럽다, 나 구경 좀 해도 될까?
B : 응, 맘껏 봐도 좋아.
A : 오 너 ⑤심 _ _ 프 _ _ 드 게임 앱도 깔았구나! 
B : 응 그거 재밌더라고, 내가 게임을 좀 좋아해서.
A : 오 그럼 ⑥프 _ _ 구 _ _ 저 한번 해봐, 정말 재미있어!

<답안> ⑤                               ⑥ 

<Part 3>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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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

▶

▶

▶

▶

▶

▶

▶

▶

▶

방금 플레이 하셨던 게임에서 보았던 A보드(광고판) 브랜드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기술해주십시오.

Ⅱ- 1. 본 설문지는 게임 속 A보드(광고판)에 브랜드 대한 귀하의 회상
(Recall)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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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게임 중 이 브랜드를 본 

기억이 있다(v)
게임 중 이 브랜드를 본 

기억이 없다(v)

삼성 v

브랜드 명
게임 중 이 브랜드를 본 

기억이 있다(v)
게임 중 이 브랜드를 본 

기억이 없다(v)

1. 아프리카 TV
2. 피파 온라인3 
3. 수성 대학교
4. 프로야구 매니저
5. 컴투스프로야구
6. 대구 과학 대학교
7. MVP 야구
8. 대경 대학교
9. 심슨 스프링 필드
10. 플랜츠 대 좀비2
11. 심시티 빌드잇
12. 심즈 프리플레이
13. 서진 미디어
14. 리얼 레이싱

방금 플레이 하셨던 게임에서 보았던 A보드(광고판) 중 다음의 브랜드를 보았던 
것인지 아닌지를 보기와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2. 본 설문지는 게임 속 A보드(광고판)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재인
(Recognition)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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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매니저

구

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피파온라인3

구

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본 설문지는 게임 속 A보드(광고판)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친숙도를 알
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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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레이싱

구

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심슨스프링필드

구

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MVP 야구

구

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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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미디어

구

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수성 대학교

구

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주중 게임 이용시간은?(모바일게임 포함)
① 주 1시간미만  ② 주1~5시간  ③ 주5~10시간  ④ 주10~18시간  
⑤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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