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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의 수용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 제작 주체 스스로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투명하게 밝히는 명시성

(Explicitness) 개념을 제안한다. 뉴스 유료화 전략이 잠정적인 실패로 평가

되면서 네이티브 광고는 언론사가 주목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

츠 제작, 그것도 양질의 정보가 담긴 기사 형태의 광고 제작에 있어서 언론

사는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이티브 광고의 

뉴스 기사 형식 차용은 일정 수준의 기만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

회 공적 기구로서의 언론사가 지닌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와 충돌할 수 있다. 네이티브 광고 제작의 방향성이 광고주와 동일한 

경영적 관점에만 치우칠 경우, 수용자 신뢰 저하와 수익 구조 악화를 한꺼

번에 겪게 될 위험성이 크다. 결국 개별 언론 조직이 생산하는(혹은 생산

할) 바람직한 광고의 특성과 수용자 신뢰 확보 방안부터 규명하려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네이티브 광고의 특징은, 미디어 플랫폼과 플랫폼 내 주요 콘텐츠와 어울

리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선 언론사가 제작

하는 네이티브 광고를 언론사가 광고주와의 직접 광고계약을 통해 제작 과

정 전반에 걸쳐 저널리즘 기사 작성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성한 심층 기

획 기사 형 광고로 정의한다. 네이티브 광고는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홈페

이지 디자인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되는 뉴스 기사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수용자로 하여금 발신자로

부터 의도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네이티브 광고의 기만적 특성은 

낮추면서 광고 형태가 갖는 장점(낮은 회피율, 풍부한 정보량, 가시성을 높

이는 인터렉티브 기술)은 키우기 위한 핵심 조건이 ‘광고가 광고임’을 밝히

는 명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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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의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서 명시성은 제작 주체 명시, 후원 또는 

협찬 사실 명시, 언론사 조직 내 광고 제작부서와 뉴스 제작부서의 분리/독

립 명시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뉴욕타임스의 네이티브 광고에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① 일반 기업과 구별되는 제작 주체로서의 언

론사를 네이티브 광고에서 밝히고,  ② 이것이 특정 기업의 후원 또는 협찬

으로 제작되었음을 고지하며, ③ 해당 광고 콘텐츠가 제작 과정에서 뉴스 

제작/편집부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광고 효과 차원에서도 명시성은 수용

자로 하여금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은 집단 간 비교 실험(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experiment)을 통해 검증했다. 실험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지역, 연

령대, 성별)을 반영한 층화 표집 방식으로 20대부터 50대 이상의 성인 523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네이티브 광고를 뉴스 기사로 오인했다. 특히 광고라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

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때, 광고 내용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브랜드에 

관한 언급 비중이 낮을 때 오인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고성

의 경우 수용자 오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또한 수용자가 

광고의 명시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가치에 대한 평가

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명시성은 광고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

로 기능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가 광고임을 

분명하게 고지한 상태로 수용자에게 제시하는 편이 광고 효과 제고에 유리

하다고 하겠다.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의 신뢰도는 수용자가 인식한 명시성 

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수용자는 명시성을 통해 광고의 진실성은 물론, 

광고 집행 주체의 정직성까지 판단한다.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뉴스 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시됨으로써 수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동시에 비상업적일 것

으로 기대되는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언론사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지면, 그 하락폭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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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존 기사 형 광고에서 수용자 기만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언급

된 ‘뉴스 기사 형태’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광고임을 다양한 차

원으로 밝히는 명시성 개념을 제안하고, 관련 연구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

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광고 태도 결정 요인들이 새로운 광고 포

맷인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네이티

브 광고 관련 후속 연구에 활용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어 : 네이티브 광고, 언론사, 저널리즘, 기만성, 명시성, 

         광고 가치, 신뢰도 

학  번 : 2015-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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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문제 제기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광고 형태로 급부상중인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

서, 광고의 명시성이 광고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광고와 구별되는 네이티브 광고 개념과 그 효과

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네이티브 광고의 특징을 도출했다. 다

음으로 수용자의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간 관계를 설명한 

기존 연구들을 폭넓게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탐색적 수준의 연구 모형까지 제안하고 있다. 이후에는 실증적 연

구 설계 및 수행으로 가설과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정리한다. 

 언론사가 광고 제작 주체로 등장한 배경에는 저널리즘 수행 주체로서의 언

론사 영향력 감소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인한 광고 수익 악화

는, 개별 언론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까지 초래했다(유승철, 2016). 난

국을 타개하려는 실험적 시도로 등장한 사례가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제작

이다. 하지만 뉴스 기사와 구분이 모호한 광고라는 비판에서 알 수 있듯, 

언론사의 네이티브 광고 제작은 (광고주와의 거리 두기를 통한) 저널리즘 

가치 유지라는 공적 목표와 상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널

리즘 가치 훼손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언론사가 광고 생산 주체로 나선 현실

은, (언론사와 광고주 차원을 넘어선) 저널리즘과 시장 사이의 근원적 관계 

변화를 예고한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네트워크 속에서 저널리즘 가치를 추

구하는 언론사와 시장 친화적인 광고주 간 상호작용은, 각자의 영향력이 협

력과 충돌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Castells, 2011). 광고 시장은 이들

의 주된 상호작용 공간이다.  

 광고 시장에서는 언론사와 광고주(일반 기업) 모두 효과적인 광고 메시지 

집행을 통해 수용자의 관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여기서 관여도

(Involvement)는 광고 상품 혹은 서비스 구매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

욱이 기획 기사 수준의 전문 정보와 다양한 인터렉티브 미디어 기술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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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네이티브 광고에서 관여도란, 완결된 구조를 갖춘 단일 미디어 콘텐츠로

써 수용자가 이를 소비하고, 타인과 공유하며, 메시지의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 관심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하루에 노출되는 

상업 정보가 약 600개 정도인 상황에서, 관여도를 높이기란 쉽지 않다(김윤

식 외, 2013). 언론사와 광고주는 이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해 멀티미디어 

환경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Castells, 2011). 여

기엔 메시지 소구 방식을 바꾸거나(조정식 외, 2011), 광고 집행 매체의 특

성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이 포함된다(이현선, 2007). 

 이 때 광고주보다 한층 절박한 처지에 놓인 쪽은 언론사다. 주목도 감소와 

맞물린 저널리즘의 영향력 약화, 광고 수입 하락에 따른 조직 유지 곤란 상

황을 한꺼번에 겪어 내기 때문이다. 2013년 국내 대표 일간지 경영 지침에 

따라 사내 지역 담당 기자가 광고 영업을 겸직하도록 한 사례는, 언론사가 

직면한 현실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미디어오늘, 2016). 위기 속에

서 떠오른 대안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제작이다. 실제로 인터넷 기반 뉴

스 미디어(버즈피드/ 허핑턴 포스트)는 물론, 전통 언론사로 분류되는 월스

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영국 가디언까지 광고 제작 전담 조직1)을 운영 

중이다. 네이티브 광고는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또한 언론사의 강점으로 

인식되는 콘텐츠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광고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 도달률과 같은 계량화된 광고 효과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매력적인 수익원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언론사, 그 중 특히 신문업계가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매년 감소세인 광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광고

의 성장세는 뚜렷하다. 미국 인터렉티브 광고 협회2)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온라인 광고비 집행은 연평균 15%씩 성장, 410억 달

1) 월스트리트 저널: Custom Studio, 뉴욕타임스: T Brand Studio,
   가디언: Guardian Lab
2) IAB: 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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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서 1430억 달러(이 가운데 미국 비중 596억 달러로 41.6%) 규모로 확

대되었다(IAB, 2015; 2016). 작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미국의 경우 

2015년 대비 21.8% 성장한 725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했다(IAB, 2017). 국

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16년 기준 3조 7321억 원으로 이는 전체 광고 

시장(11조 5148억 원)의 32% 수준인데, 전년 대비 15% 상승하며 세계적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7). 온라인 광고 시장의 양적 

팽창과 달리 국내 신문 광고는, 2016년 1조 4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 역신장 했고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제일기획, 

2017). 광고 효과 차원에서 타깃 소비자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광고를 집행

하는 ‘원-턴제3)’ 방식을 고수함에 따라 광고주들의 외면을 받은 것도 수익 

구조 악화의 원인이다(김창남, 2016). 이미 미국에서 버즈피드나 뉴욕타임스

와 같은 유력 미디어 플랫폼에 네이티브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광고주가 편 

당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도, 국내 네이티브 광고 시장 활

성화가 신문사를 중심으로 주요 의제로 설정하게 된 유인으로 꼽힌다. 2015

년 7월, 한겨레 신문이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와 공동 제작한 온라인 네이티

브 광고를 선보인 이래 2016년 7월, 중앙일보가 내부 광고 제작 조직인 이

노베이션 랩을 꾸리는 등 광고 크리에이터 역할에 대한 언론사의 관심은 분

명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는 이 과정에서 갈등적 상황에 직면한다.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제작이, 사회 공적 기구로서의 언론사가 추구하는 저널리즘 가치와 충

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가 지닌(동시에 지녀야 할) 객관성과 공

정성, 불편부당성이 광고의 상업성에 의해 침식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네이

티브 광고 제작 영역에 진출하려는 언론사의 핵심 선결 과제다. 특히 언론

사 플랫폼 안에서 뉴스 독자와 광고 소비자 간 경계가 네이티브 광고로 인

해 무너지는 상황은, 이후 일련의 부정적 연쇄 구조를 재생산한다. 즉 언론

사의 저널리즘 가치 보전 노력이 약해질수록 언론사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

도가 낮아지고, 신뢰도는 다시 해당 언론사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와 

3) One turn: 모든 신문에 한 번씩 동일하게 광고를 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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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리며, 결국 이 영향력의 크기가 광고 수입을 포함한 언론사의 수익과 

직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이티브 광고 제작의 향후 방향성이 광고주 목표

와 동일한 경영적 관점에만 치우칠 경우, 수용자 신뢰 저하와 수익 구조 악

화를 한꺼번에 겪게 될 위험성이 크다. 

 저널리즘과 광고 사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전통이 미덕으로 남을

지, 아니면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게 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안은 당장의 방법론이다. 저널

리즘 가치의 본질적인 훼손 없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가 안착할 방법은 무

엇인가. 결국 개별 언론 조직이 생산하는(혹은 생산할) 바람직한 광고의 특

성과 수용자 신뢰 확보 방안부터 규명하려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Ⅱ. 이론적 검토

    1. 네이티브 광고 (Native Advertising)       

 광고란 광고주가 설득을 목적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제품, 서비스 혹은 아

이디어에 관한 정보를 퍼뜨리는 비대인적 커뮤니케이션 이다(Arens & 

Bovee, 1994). 다시 말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자(소비자)에게 전달하여, 발신자(광

고주)가 의도한 효과를 얻으려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광고다. 광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광고에 노출되는 수용자가 증가하지만, 동시에 미디어 수도 

늘어나고 브랜드나 상품 관련 정보 또한 많아진다. 따라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 방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인터넷 기술의 출현과 발전 과

정에서 광고주의 온라인 광고 전략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De Haan et 

al., 2015). 이 가운데 네이티브 광고는 배너 광고, 검색 광고와 같은 기존 

온라인 광고 형태보다 높은 수용자 주목을 이끌어 낼 잠재력이 있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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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물론 마케팅 전문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Levi, 2015). 네이티브 광고 

제작 회사인 쉐어스로우(Shrarethrough)가 IPG 미디어 랩(IPG Media Lab)

과 공동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비자 가운데 52% 이상이 

배너 광고보다 네이티브 광고에 집중했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비율도 

높았다. 네이티브 광고의 주목도와 관여도 역시 기사를 읽을 때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Sharethrough, 2016). 

 아직까지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된 개념 정의는 마련

되지 않았다(FTC, 2013; Moore, 2014). 먼저 네이티브 광고 협회4)에서 규

정한 정의는, ‘게재된 미디어 속 콘텐츠의 형태·느낌·기능과 유사한 형태로 

부합하는 유료 광고’이다. 뉴스 기사 콘텐츠의 형식, 게재 방식과 유사한 형

태로 광고주에 의해 집행되는 광고(Wojdynski & Evans, 2016), 소비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광

고(Cambell & Marks, 2015)로도 설명된다. 또한 쉐어스로우는 수용자의 

광고 경험이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미디어에 최적화된 형태와 기능 하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포맷으로 본다(Sharethrough, 2016). 한편 미국 인터렉티

브 광고 협회는 네이티브 광고를 ‘(광고가 게재되는) 특정 플랫폼 내 페이

지 디자인과 유사하고 광고 내용도 해당 페이지와 조응하면서, 보는 사람들

로 하여금 이를 전체 페이지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는 유

료 광고’로 정의 내렸다. 동시에 네이티브 광고를 6가지로 유형화 했다(IAB, 

2015).

4) NAI: Native Advertising Institute

유형 특징

인-피드 광고 

(In-feed Units)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에서 

일반 게시물처럼 등장

유료 검색 광고

(Paid Search Units)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의 

검색어 입력 결과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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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네이티브 광고 유형 분류(IAB, 2015)

 국내에서는 네이티브 광고를, 웹 혹은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위치시켜 수용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광고(한국언

론진흥재단, 2015), 광고를 집행하는 플랫폼의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어가는 방식으로 기획, 제작된 디지털 광고(김미경 & 이혜규, 2016)로 설명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콘텐츠를 접하는 생활 속 ‘맥락(context)’에 맞춰 

만든 광고(유승철, 2016), 언론사가 지닌 공신력을 바탕으로 뉴스 기사 형

태를 차용, 광고주를 밝혀 제작한 광고 콘텐츠(이수범 외, 2015)로 보는 시

각도 존재한다. 이상의 개념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이티브 광고의 특

징은, 미디어 플랫폼과 플랫폼 내 주요 콘텐츠와 어울리는 형태의 커뮤니케

이션 메시지라는 점이다.

        1) 기존 광고 형태와의 구분

 네이티브 광고가 이전의 광고 형식과 완전히 유리된 개념은 아니다. 특히 

기사 형 광고로 대표되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어 수용자에게 

소구하는 방식은 1950년대 미국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Hoofangle & 

Meleshinsky, 2015). 이러한 기사 형 광고의 대표적 형태가 유가 기사(paid 

editorial), 애드버토리얼 (advertorial),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

다. 이들의 등장은 매체가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광고 메시지 역시, 새로운 

매체 특성과 조응하며 변화를 거듭해 온 역사이기도 하다.

추천위젯

(Recommendation Widgets)
위젯을 통해 노출

유료 리스팅 

(Promoted Listings)

게재 순서에 비용을 부과하여 

화면 상단에 노출

인 애드 광고

(In-Ad: IAB Standard)

콘텐츠 바깥에서 해당 내용과 

조응하는 형태로 외부 링크

기타 유형

(Custom/Can’t be Contained)
기타 모든 유형의 네이티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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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가 기사 (paid editorial)

 유가 기사는 광고주/기업이 언론사에게 지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지면에 들어갈 기사 형태의 광고 콘텐츠 제작을 함께 의뢰하면, 기

자가 요구 사항에 맞춰 광고 지면에 작성하는 광고를 지칭한다(성민정 외, 

2013). 초기에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사의 위치를 보호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두드러진 옹호 광고

(advocacy advertising)의 형태로 등장했다(이현선, 2007). 퍼블리시티가 정

식 기사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광고주의 개입은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된다. 

다만 유가 기사의 경우 기자가 쓴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광고비 

집행이 이루어진 광고 메시지이므로 광고주 개입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  

그림 1. 유가 기사의 사례 (중앙일보)

           (2) 애드버토리얼 (advertorial)

 광고(advertisement)와 기사(editorial)의 합성어인 애드버토리얼은, 광고의 

목적을 가진 기사 형식의 광고를 뜻한다(Van Reijmersdal, et al., 2005). 

광고라는 표면상의 양식과 기사 형태에 가까운 내용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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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탈을 쓴 광고(masked-news)’ 혹은 ‘하이브리드 메시지(hybrid 

message)’로도 불린다(Balasubramanian, 1994). 미국 내 최초 애드버토리얼

은 1951년, the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에서 집행한 다섯 페이지 

분량의 기사 형태로 제작되었다(Hoofangle & Meleshinsky, 2015). 애드버

토리얼은 상업적이거나 산업적인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드버토리얼은 광고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

를 해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디자인 되는데, 기사와 동일한 글씨체를 사용하

거나 바이라인과 헤드라인을 포함하는 완성된 기사 형태를 띠고 있다(김봉

현, 2007; 성민정 외, 2013). 유가 기사가 기자가 작성하는 기사 형 광고라

면, 애드버토리얼은 기업에서 제작한 기사 형 광고로 협찬 여부가 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림 2. 애드버토리얼의 사례 (까사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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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브랜디드 콘텐츠 (branded contents) 

 광고를 통한 일방적 제품 노출이나 기업 홍보에서 벗어나 복수 채널(모바

일, 웹)에 일정한 내러티브를 결합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 이미지로의 

몰입을 유도하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전략5)이다(조정식 외, 

2011). 콘텐츠 안에 메시지가 녹아 들어간 형태로 존재하며, 영화, 음악, 스

포츠, 문화 등 여러 분야와 협업을 통해 비상업적/상업적 콘텐츠 사이의 융

합을 시도한다(신일기, 2014).

그림 3. 브랜디드 콘텐츠의 사례(마리끌레르 – 11번가)

           (4) 네이티브 광고와의 비교

 앞선 광고들은 공통적으로 기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을 네이티브 광

고와 비교할 때, 먼저 애드버토리얼은 협찬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후원(sponsored stories)이나 협찬

(suggested posts) 여부를 표기한다(Hani Zulaikha & Norsham Fidaus, 

2014). 일반 기업과 언론사 모두 광고 제작 주체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네이

티브 광고는 유가 기사와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개별 미디어 플랫폼에 최

적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네이티브 광고의 특성 상, 메시지 단순 노출을 넘

5)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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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통합 마케팅 전략인 브랜디드 콘텐츠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네

이티브 광고는 상대적으로 뉴스 기사의 형식 자체에 집중한다. 이는 뉴스 

기사가 지닌 설득적 효과를 광고 수용자에게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광고 발

신자 전략의 일환이다.

        2) 언론사가 제작하는 네이티브 광고

 상기 광고 개념들은 언론사가 광고 시장과의 접점을 늘려온 과정과 맞물려 

있다. 즉 뉴스 기사 형태를 차용한 광고는, 인쇄 매체(신문/잡지) 영역에서 

수용자의 광고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을 반영한다(이현선 2007). 전

통 매체는 뉴미디어 기술 발전을 수용자 주목 분산에 따른 경쟁의 도래로 

받아들인다. 다매체 환경으로의 전환은 기존 광고 형태가 지닌 효과에 대한 

광고주의 의구심을 키웠고, 이는 곧 기사 형 광고 집행 확대로 이어졌다(이

수범 외, 2015). 특히 국내의 뉴스 유료화 전략이 잠정적인 실패로 평가되

는 상황에서(한국언론진흥재단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16), 네이티브 

광고는 언론사가 주목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 그것도 양

질의 정보가 담긴 기사 형태의 광고 제작에 있어서 언론사는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결국 언론사가 제

작하는 네이티브 광고는 과거 언론사가 부분적으로만 광고 게재/생산에 참

여했던 수준을 넘어, 광고 집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결과

물이다. 본 연구에선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를 ‘언론사가 광고주와의 

직접 광고계약을 통해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저널리즘 기사 작성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성한 심층 기획 기사 형 광고’로 정의 내린다. 그런데 언론

사 네이티브 광고를 접한 수용자들은 해당 콘텐츠가 뉴스 기사인지 광고인

지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뉴스 기사로 오인하기도 한다. 수용자가 광

고 내용을 뉴스 기사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은, 언론사의 저널리즘 활동 전반

에 대한 수용자 신뢰도 하락을 야기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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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만 (Deception)

        1) 설득 커뮤니케이션

 설득(Persuasion)은 설득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커

뮤니케이션 양태다(Petty & Cacioppo, 1986). 즉 발신자의 의도된 메시지

로 하여금 수용자에게 특정 효과를 유발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설득인 

것이다(지주호, 2003). 또한 의사전달자가 전달 내용을 수신자에게 보내 어

떠한 상태를 이루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이기도 하다(김항중 외, 2015). 

따라서 설득 연구는 발신자의 메시지에 따른 수용자 태도 변화, 이를 바탕

으로 한 행동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Bryant & Thompson, 2001, 2005).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크게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미디어 커뮤니

케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오대영, 2015).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개인 단위

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데(김현주, 1992), 일상생

활에서 다른 미디어와 경쟁하거나 미디어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기

능한다(김은이 & 이종혁, 2010). 또한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보완적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김진영, 2006). 

한편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와 영향력의 2단계 흐름 가설을 긍정하는 

연구에서, 메시지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의견 지도자

(Opinion Leaders)를 거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Severin & Tankard, 

2001, 2005). 정치적 이슈가 개입된 상황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

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Eveland & Shah, 2003). 매

스 커뮤니케이션은 소수의 발신자가 다수의 수신자에게 미디어를 통해 정보

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말한다(이의자 외, 2006). 과거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 일방향성으로 인해 균형적 커뮤니케이

션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

케이션은 기존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바꾸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기

술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즉각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든 측면에 기

인한다(송기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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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만 (Deception)

 기만(Deception)은 의도적으로 수용자에게 잘못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발신

자의 메시지 전략을 의미한다(Buller & Burgoon, 1996). 법률적 차원에서

는 노골적인 사기 행위 뿐 만 아니라 상품 포장이나 판촉물 등에 기재된 내

용의 과장, 표시 규제 미준수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된다(이기종, 

2011). 본드와 드파울로(Bond & DePaulo, 2006)에 따르면, 대인 커뮤니케

이션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만적 메시지를 약 54% 정도만 탐지해 

냈다. 둘 중에 한 명 꼴로 기만에 취약했던 것이다. 기만적 메시지에 대한 

탐지(Detection)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만임을 나타내는 언어적 단

서를 해석하는 능력보다, 발신자의 비언어적 태도에 대한 수용자의 내적 판

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에 따른 발신자를 향한 신뢰도가 

기만 탐지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한다(Bond & DePaulo, 2008). 수

용자가 발신자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을 경우, 기만의 탐지는 더욱 

어려워진다(George et al., 2014) 신뢰도에 대한 판단은 커뮤니케이션 행위 

이전에 형성되며, 수신자와 발신자 간 맥락(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 당시 상

황, 수신자-발신자 사이의 기존 관계 양상)에 영향을 받는다(Buller & 

Burgoon, 1996). 

        3) 기만적 광고 (Deceptive Advertising)

 수용자에게 기만을 일으키는 광고가 기만적 광고(Deceptive Advertising)다

(Gardner, 1975). 다시 말해 사실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으며, 수용자가 

오도할 수 있는 신념이나 인상을 주는 광고라 하겠다(Oliver et al., 1984). 

미국에선 법률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

하거나 축소하는 광고, 잘못된 기준을 앞세운 비교 광고, 경쟁사·상품을 향

한 비방 광고를 묶어 기만적 광고로 통칭하는 반면, 국내법 (표시·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신동희 & 

장우성, 2010). 한편 코헨(Cohen, 1972)은 기만적 광고를 내용의 진위 양상

에 따라 5가지로 구분했다. 애커(Aaker, 1982) 역시 광고가 포함하는 정보

의 사실성 정도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연구(이종민 &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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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에서는 기만적 광고의 특징을 일곱 가지로 유형화 했는데, 내용의 사

실성 이외에 입증 가능성 기준을 추가시켰다.

표 2. 기만적 광고의 유형 

분류 연구 광고 유형

Cohen 

(1972)

내용 전부가 거짓인 광고

일부 내용은 사실인 광고

광고임을 표시한 내용이 거짓인 광고

표면상으로는 사실이지만 거짓을 담고 있는 광고

내용 자체가 불충분한 광고

Aaker 

(1982)

내용 상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에서 기만적인 광고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광고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광고

내용 자체가 거짓인 광고

과장된 표현이 담긴 광고

이종민 

& 

김지선(2002)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이면서 그 진위의 입증이 쉬운 광고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광고

부분적인 사실을 확대한 광고

정보를 의도적으로 빠뜨려 수용자의 인식을 방해하는 광고

상황적 조건을 누락시키는 광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광고

주장에는 거짓이 없으나 제시 근거가 거짓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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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기만 연구는 1970년대 중반, 기만의 발생과 그 

정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정수정, 2011). 광고물을 대하는 소비자의 

판단이 측정되기 시작한 것이다(이종민, 2001). 이는 개인이 광고의 진실성

을 주체적으로 가늠할 능력이 있다는 관점에 따른 것(Haefener, 1972)으로, 

여기서 기만은 소비자가 광고로 인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받고 이를 부당하

다고 인식하면서 생기는 결과적 개념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Armstrong & 

Russ, 1975)는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고의 기만성을 감지

한 수용자라면 실제로 그 광고로 인한 구매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수용자의 광고 기만성 인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기만에 대한 애커(Aaker, 1974)의 정의를 바탕에 둔다. 기만은 구매 

행위의 원인으로서, 광고를 통해 수용자가 갖게 된 잘못된 신념(belief)인데,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광고되는 상품의 속성에 대한 수용자 인식 형성과 

그 변화 양상을 살핀다. 이와 관련해 자코비와 스몰(Jacoby & Small, 

1975)은 의약품 광고 메시지를 조작한 실험 연구에서 최초로, 수용자에게 

그릇된 신념을 유도한 광고물의 기만성을 측정했다. 

 이후 기만적 광고 연구는 광고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갈래로 확장되어 

왔다(정수정, 2011). 첫째, 광고 메시지에서 과장된 표현 사용 여부에 따른 

기만성 차이를 검토한 연구들이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그렇지 않

은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비해 기만성이 높다고 주장한 로펠트(Rotfeld, 

1978)의 연구와 광고 효과 측면에서 과장된 표현의 사용과 과장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간 비교가 이루어진 연구(Glassman & Pieper, 1980)가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수용자가 광고 메시지에 담긴 과장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기만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장 표현이 사용된 

정도 차이에 따른 기만성 비교 연구도 수행되었다. 여기에선 메시지를 과장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만성도 커질 것이라는 입장(Percey & Rossiter, 

1980)과, 지나친 과장이 오히려 소비자의 탐지 능력을 높여 기만성을 떨어

뜨릴 것으로 보는 견해(Hann & Berkey, 2002)가 대립한다. 국내에서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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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가 소개된 초기, 성영신과 김완석(1988)에 의해 약한 수준의 과장 

표현만으로도 수용자는 충분히 기만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끝으로 메시지 내용에 따른 수용자의 기만성 인식 연구는 과장된 표현을 남

발하는 광고에 대한 법적 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대신, 상징적인 단어나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한 

과장 광고의 기만성을 측정하거나(Snyder, 1989), 광고 상품의 우수성을 과

장하는 형태에 따른 기만성 연구(Wyckham, 1987)들이 이루어졌다.

        4) 기만적 광고로서 기사 형 광고에 관한 연구

 기사 형 광고에 관한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신문과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 

단위에서 수행되었다(Reid, L. N. et al., 1981; Hausknecht, D. R. et al., 

1991; Cameron, 1994; Van Reijmersda et al., 2005; 강미선 & 신인섭, 

2001; 강미선, 2003; 김봉현, 2002, 2007; 이현선, 2007; 곽동성 & 이화

순, 2008; 강경수, 2011; 조정식 외, 2013; 성민정 외, 2013; 김윤식 & 박

종민, 2013). 국내에서는 매체/메시지 별 기사 형 광고 효과(김봉현, 2007; 

곽동성 & 이화순, 2008; 조정식 외, 2011; 김소라, 2011; 성민정 외, 

2013; 김윤식 외, 2013; 김선호 & 김위근, 2015; 이철영 외, 2015)와 광고 

신뢰도 제고 방안(강미선 & 신인섭, 2001; 강미선, 2003; 이현선, 2007; 

민동원 외, 2011; 차영란, 2014; 이수범 외, 2015)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기사 형 광고와 뉴스 기사 간 오인율을 측정한 연구

(Moore, 2014; Hoofangle & Meleshinsky, 2015) 등이 있었는데, 후팽글

과 멜러신스키(Hoofangle &　Meleshinsky, 2015)에 따르면, 광고임을 표시

한 애드버토리얼을 뉴스 기사로 오인하는 수용자가 조사 대상의 약 27%였

다. 또한 특정 메시지가 기사가 아닌 광고라는 사실을 차후에 알게 된 소비

자가 자신이 기만당했다고 여김으로써 해당 광고는 물론, 광고주에 대한 신

뢰도도 함께 떨어지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Moore, 2014).

 

 기사 형 광고는 뉴스 미디어의 객관성과 신뢰를 차용한 형태를 취하고 있

으므로, 일정 수준의 기만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김소라, 2011). 기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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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향한 비판적인 시각에 따르면, 광고가 뉴스 기사처럼 만들어지면서 

수용자는 혼란에 빠진다(김봉현, 2002). 예를 들어 인쇄 매체의 기사 형식

을 모방한 광고가 잠재적으로 독자들에게 기만의 여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Hausknecht et al., 1991). 특히 독자들이 광고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prior knowledge)이 낮을 경우, 기사 형 광고를 일반 뉴스 기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발견했다. 위 결과는 광고와 기사 형 광고 간의 구

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기사 형 광고를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

사로 착각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른 논의들과도 상통한다. 쉼프

와 프레스톤(Shimp & Preston, 1981)은 수용자들이 광고에서 제시된 해석

적 주장과 사실적 주장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받아들일뿐더러, 심지어 해

설적 주장을 엇갈려 지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로 인한 

수용자 불신은 해당 광고는 물론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에까지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봉현, 1998). 

         5) 기만적 광고의 효과: 수면자 효과 (Sleeper Effect)

 정보원에 관한 정보는 메시지 내 다른 내용에 비해 수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로서 인식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원에 관한 기억은 

망각되고 메시지 내용만 기억에 남는다(Hovland & Weiss, 1951; 

Cameron et al., 1996). 기사 형 광고의 효과 차원에서의 수면자 효과는 소

비자가 기사 형 광고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시적 기간 동안 설

득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이현선, 2007). 이에 따라 기

사 형 광고를 접하는 수용자는 이후 자신이 본 콘텐츠가 누구에 의해 만들

어졌는지 보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기억만을 남겨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강미선, 2003; 이현선, 2007). 하지만 수용자가 해당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 기사 형 광고 메시지 효과는 감

소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원에 대한 반감형성 같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봉현, 2002; 강미선, 2003). 한편 광고 노출과 수용자의 목표 행동 

사이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면자 효과는 광고 제작 과정에서

부터 고려된다(조형오, 나운봉, 김희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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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명시성 (Explicitness)

 온라인 광고의 기만성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수용자가 네이티

브 광고와 같은 심화된 형태의 기사 형 광고 의도는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Moore, 2014; Attaran et al. 2015; Hoofangle & 

Meleshinsky, 2015; Wojdynski & Evans, 2016). 언론사의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게재되는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광고가 게재되는 미디어 플랫폼 

내 주요 콘텐츠로 인식되므로 수용자의 광고 회피 현상이 적게 나타난다.  

웹 디자인을 고려한 네이티브 광고가 콘텐츠와 광고의 노출 수준을 고려한 

디자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네이티브 광고는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홈페이지 디자인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제시됨으로써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되는 뉴스 기사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이수범 외, 2016). 이는 

수용자로 하여금 발신자로부터 의도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아타란 등의 

연구(Attaran et al., 2015)에 따르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 노출된 피험

자의 약 8% 만이 해당 메시지를 광고로 인식했고, 그 결과 광고 내용과 정

보 출처에 관해 의심의 정도 역시 낮았다. 하지만 메시지 상에서 광고주 관

련 추가 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워딘스키(Wojdynski, 2016)는 언론사 플랫폼

에 실린 네이티브 광고가 지닌 기만성이, 광고주와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광고에 대한 뉴스 편집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경우, 일정 수준의 상쇄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언론

사가, 네이티브 광고의 기만적 특성은 낮추면서 광고 형태가 갖는 장점(낮

은 회피율, 풍부한 정보량, 가시성을 높이는 인터렉티브 기술)은 키우기 위

한 핵심 조건이 ‘광고가 광고임’을 밝히는 명시성(Explicitness)이다.

  명시성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다(조곤 

& 이종민, 2015). 광고에서의 명시성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메시지 발신자 차원의 명시성과 이를 선명하게 인식하는 수용자의 명시성 

차원을 포함한다. 기사 형 광고의 명시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형식적 차원

에서 진행되었는데, 특히 광고 표식의 방법과 제작자 표기를 중요하게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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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강미선, 2003; 김윤식 & 박종민, 2013). 광고 표식 방법, 바이라인 여

부 등으로 나타나는 명시성이 수용자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때, 기만 

가능성이 커진다(Cameron & Curtin, 1995). 김봉현(2007)은 기사 형태와 

유사한 바이라인과 글자체, 글자크기로 인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결과적으로 수용자의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위험성과 

연결되는 측면을 밝혔다. 이현선(2007) 역시 기사 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

는 표식이 모호하거나 없을수록 수용자는 이후 해당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므로, 기사 형 광고 역시 분명히 광고임을 표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

조했다. 더욱이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는 공적 가치를 지닌 뉴스 생산 

활동의 주체인 언론사가 사적 이익의 실현 수단인 광고 메시지 제작을 병행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이 만드는 네이티브 광고에 비해 명시성이 한층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사의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서 명시성은 제작 주체 명시, 후원 

또는 협찬 사실 명시, 언론사 조직 내 광고 제작부서와 뉴스 제작부서의 분

리/독립 명시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뉴욕타임스의 네이티브 광고에서 발견

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일반 기업이 제작한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인-하우

스6)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제작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광고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주와 실제 광고를 만드는 제작사가 단일한 목표(광고 효과 극

대)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는 광고가 기본적으로 특정 대상의 홍보를 목

적으로 생산된다는 측면을 반영한다. 반면 언론사는 광고주의 사적 이익 실

현 의도가 담긴 광고 제작 이전에 공적 책무로서, 객관성이 전제된 뉴스 생

산을 담당해 왔다.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닌 두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

서 우려되는 부작용(광고와 뉴스의 상호 간섭으로 인한 광고 효과 감소와 

뉴스 신뢰도 하락)을 해결하기 위한 뉴욕타임스의 전략이 명시성 강화다. 

구체적으로 ① 일반 기업과 구별되는 제작 주체로서의 언론사를 네이티브 

광고에서 밝히고, ② 이것이 특정 기업의 후원 또는 협찬으로 제작되었음을 

고지하며, ③ 해당 광고 콘텐츠가 제작 과정에서 뉴스 제작/편집부서의 자

6) In-house: 특정 기업 내 계열사/자회사 형태로 존재하는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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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독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수용자

의 신뢰를 유지한다. 따라서 언론사 조직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또 운영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까지 감안할 때, 온라인 네이티

브 광고의 명시성 확보는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다. 광고 효과 차원에서도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데 명시성은 

유리하게 작용한다. 

    4. 광고 태도와 광고 가치

 태도란 ‘개인 세계의 특정 측면에 관한 동기적, 감정적, 지각적 및 인지적 

과정의 지속적인 조직화’로 정의된다(Krech & Crutchfield, 1948). 사람들

이 타인이나 특정 주제,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며(Palma & Waalkens, 2016), 어떠한 대상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

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끄는 학습된 선유경향이란 설명도 가능하다(김영석, 

2013). 다른 한편으로 태도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갖는다(Eagly, 1992).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신뢰성과 유용성판단에 필요한 인지적 요인, 선호도와 연결된 감정적 요인,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행동적 요인이 있는데 이들 간 상호작용에 따라 조직 

구조가 형성된다(Severin & Tankard, 2001,2005; 이학식 & 안광호 2001),  

        1) 광고에서의 태도

 광고 태도는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소비자의 브랜드 신념,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에 대한 광고 노출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Mitchell and Olson, 1981; Shimp, 1981). 럿츠(Lutz, 1985)는 광고에 대

한 태도 개념을 ‘일관되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방식으로 광고에 반응

하는 학습된 성향’으로 설명했다. 광고 태도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을 거쳐 형성된다(Shimp, 1981). 인지적 반응은 상대적

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중심 경로적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정서적 반응은 의도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정보처리가 주변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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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진다(Petty and Cacioppo, 1980; Mackinzie and Lutz, 1989). 

마노와 올리버(Mano & Oliver, 1993)에 따르면 광고에서의 평가

(evaluation)란 광고 제품에 대해 광고 수용자가 갖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

단은 광고와 광고 제품에 대해 느끼는 좋고 나쁨과 같은 감정적 측면이 주

가 된다(김기만 외, 2013). 한편 온라인 광고에서의 수용자 태도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연구 

결과(Wang & Sun, 2010; Zafar & Khan, 2011; Bevan-Dye, 2013)도 있

는 반면, 페이스 북 광고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부정적 태도가 확인되었다

(Virkkala, 2009: Palma & Waalkeens, 2016 재인용).

        2) 광고 태도의 이중 매개 효과

 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모형화 한 맥켄지와 동료들(Mackenzie 

et al., 1986)의 연구에 의하면, 광고 노출(Ad Exposure)은 광고 인지(Ad 

Cognition)-브랜드 인지(Brand Cognition)-광고 태도(Ad Attitude)-브랜드 

태도(Brand Attitude)의 단계를 거쳐 구매의도(Brand Purchase Intention)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TV 광고를 대상으로 정교화가능성 

모델7)을 광고 맥락에 접목시켜 광고 태도와 브랜드 인지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조적 분석을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광고 노출 이후 

수용자의 광고 인지를 거쳐 광고 태도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변

적 경로로, 광고 인지와 광고 태도가 브랜드 인지를 경유하여 브랜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은 중심 경로로 처리가 되는 이중 매개 가설이 제시되었다

(조형오, 나운봉, 김희진, 1998). 가설의 주요 특징은 광고 인지가 광고 태

도를 경유하여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광고 

태도와 브랜드 속성의 매개 변인들을 모두 경유한 상태에서도 브랜드에 대

한 수용자의 태도와 그들의 구매 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Burke & Edell, 1989). 즉 광고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 인지 여부는, 브랜

드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조형오, 나운봉, 김희진, 1998).

7) ELM: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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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고 가치 (Advertising Value)

 광고 가치는 광고 태도와 유사하지만 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이다(최현호, 

김재진, 박미령, 2015). 광고 가치는 수용자가 원하는 바를 특정 광고에서 

제공하는 정도에 대한 수용자 자신의 인지적 평가(Ducoffe, 1996)이기 때문

에,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작용하지만(Petty & Cacioppo, 

1980; Mackinzie & Lutz, 1989), 수용자가 광고 메시지의 기만성을 인지

한 이후에는 광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후행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광고

의 상대적 가치 또는 유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가 광고 가치다

(Ducoffe, 1995). 이는 곧 광고라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수용자로 하여

금 특정 정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신철범 외, 2011). 

결과적으로 광고 가치는 광고가 수용자에게 인식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서

의 효과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듀코프(Ducoffe, 

1996)는 교환 이론(exchange theory)을 통해 수용자가 광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일

방의 행위는 상대의 반응과 조응하며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 쪽에서 관계 

양상의 부당성을 인식할 때까지 계속된다. 광고 커뮤니케이션 또한 수용자

와 광고주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될 때만 이어진다.

        4) 광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의 특성 

 광고 가치는 인지적 반응이기 때문에 광고 관여도가 높은 상황에서 광고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현호, 김재진, 박미령, 2015). 듀코프

(Ducoffe, 1995)는 쇼핑몰 방문자 477명을 대상으로 한 광고 가치의 조사

에서 광고 가치 측정에 필요한 척도를 개발, 다양한 제품 범주에서 광고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제시했다8). 또한 이를 후속 연구에 적용했

는데,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용자 반응 연구에서 광고 가치의 결과 변수를 

광고 태도로 제시하고 이를 검증했다(Ducoffe, 1996). 이 연구에서 광고 가

치와 광고 태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광고 가치를 

8) 기만성: Deceptiveness, 정보성: Informativeness, 오락성: Entertainment, 
  방해성: Irr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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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지각할 때, 수용자의 긍정적인 태도 역시 유인된다고 밝혔다. 반면 

광고 가치가 결여된 광고의 경우, 수용자와 교환 관계를 구축하려는 광고주 

의도와는 별개로 채널을 변경시키거나, 반박에 직면하는 부적 반응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 정보성 (Informativeness)

 광고의 정보성이 수용자로 하여금 광고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들(Bauer & Greyser, 1968; Pasadeos, 1990; Siau & Shen, 2003)은 

수용자 스스로 설정한 정보성 평가 기준-시사성, 유용성 등-을 충족시키는 

광고일 경우, 광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해 Ducoffe (1995)는 광고 수용자가 광고 메시지에 나타난 정보를 긍정적

으로 평가할수록 광고 가치 역시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2) 오락성 (Entertainment)

 오락성은 수용자가 원하는 미학적 즐거움이나 감정적 해방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다.(McQuail, 1983) 이는 어떤 광고가 즐거움을 주는지에 

관한 개인의 평가에 기반 한다. 만약 수용자가 특정 광고를 오락성이 있는 

콘텐츠로 인식하면 광고 가치가 높아져, 광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Ducoffe, 1995, 1996)

           (3) 방해성 (Irritation)

 광고가 성가시다는 것은 수용자에게 짜증을 유발하거나 불쾌감 또는 일시

적 초조함을 야기함을 의미한다(Aaker & Bruzzone, 1985). 광고 효과와 방

해성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는데, 방해성은 수용자의 광고 경

험 과정에서 다양한 자극-광고의 길이, 소리, 화면 구성 등-의 결과로 발생

한다. 결과적으로 성가심의 정도가 커질수록 광고 가치도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Ducoff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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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만성 (Deceptiveness)

 기만성은 수용자 효과는 물론, 광고를 집행하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

친다(Bloom & Krips, 1982).  광고의 기만성은 광고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다(Ducoffe, 1995). 광고 형태와 표현이 암시적이거나 모호할 경우, 수용자

는 광고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의문을 갖고 대안적인 정보 출처를 찾는다.

 위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정보성과 광고 가치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coffe, 1995; 1996) 오락성과 광고 가치 역시 

유의미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광고의 정보성과 오락성이 클수록 수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광고 가치 역시 상승했다는 것이다. 반면 방해성과 기만

성은 광고 가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수용자가 광고 메시지에서 자신

을 속이려는 의도를 발견할수록, 광고를 성가시다고 느낄수록 광고 가치도 

낮아지는 결과를 제시했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광고 가치 결정하는 요인과 

수용자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듀코프(Ducoffe, 1995, 

1996)가 제안한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광고 가치와 광고 태도에 관한 연구 모형 (Ducoffe, 1995, 1996)

 한편 모형이 제시한 변수들과 변수 간 관계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들 또한 

수행되었다. 대학생 273명을 대상으로 인쇄 광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

구(Curlo & Ducoffe, 1998)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스키 관련 광고를 본 후 

그 광고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도록 지시받았는데, 기존에 각자 가지고 있던 

스키 브랜드 관련 지식과 스키 용품에 관한 평소 인식이 특정 제품 사용에 

정보성

오락성

방해성

온라인 광고 가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기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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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다른 연구(Ducoffe &　Curlo, 2000)에

서는 수용자의 인지적 처리과정을 세분화하면서 광고 가치도 예측 광고가치

와 결과 광고가치로 나누어 제시했다. 동시에 기존 연구를 통해 광고 가치

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의 정보성, 오락성과 방해성이 예측 광고 가치보다 

결과 광고가치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방해성과 관련해서

는 성가심을 유발하는 자극이 수용자의 허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 광고 자

체를 회피해버리는 후속 연구(Li et al., 2002)도 이루어졌다.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주관적 평가로서 광고 가치는 특정 광고에 대한 호

불호뿐만 아니라, 광고 내용과 광고주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racket & Carr, 2001). 아울러 수용자가 광고에 대해 호의

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광고 메시지와 광고가 게재되는 미디어 플랫폼 모두

를 믿을 만하다고 인식할수록 광고 효과가 상승한 연구(Hoffman, Novak, 

& Peralta, 1999)에서 보듯이, 광고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주관적 평가로

써 광고 가치와 신뢰도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5. 신뢰도 (Credibility)

 신뢰 개념은 타인과의 거래 또는 교환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력적으로 행동

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과 기대를 수반한다(Shurr & Ozanne, 1985; 

Moorman et al.,1993; Mayer et al., 1995). 신뢰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수

용적 태도와 몰입은 증가시키고, 상대를 경계할 때 감지하게 되는 위험 인

식 수준은 떨어뜨린다(Morgan & Hunt, 1994). 결과적으로 신뢰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에 따른 상호작용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허경

옥, 2015). 사람들은 특정 미디어나 메시지를 충분히 믿을 만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여부는 

측정이 불가능하다(Schweiger, 2000).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상황 속 수신자

의 신뢰는, 발신자의 전달 의도에 대한 부정적 의구심이 낮은 상태로 해당 

메시지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신과 의지를 포함한다(김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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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5). 신뢰도는 발신자가 메시지 내용과 관련된 지식/기술/경험을 지

녔고, 이를 편견 없이 수신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Belch & Belch, 1990). 또한 사람이나 사물의 질 또는 속성에 대한 확신 

또는 의존을 의미하며, 조사나 증거 없이 대상을 인정하는 것, 대상에 대한 

확신적 기대감, 신뢰적 가치 속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윤성준, 2000). 결국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신뢰도(Credibility)란 메시지 수신자가 발신자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판단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9) 

 신뢰도는 다차원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디어, 광고 등 정보원에 

따라서도 구성요인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는 진실성(trustworthiness)과 전

문성(expertise) 요인으로 구성되는데(Hovland & Weiss, 1951; Fogg et 

al., 2001) 전문성은 정보원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며, 진

실성은 정보원이 수용자의 태도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

짓 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다(송종길, 2006). 정보원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인식되면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정보원

이 순수한 동기에서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진실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김영석, 2013). 박상호와 성

동규(2005)는 정확성, 공정성, 자세하고 깊이 있음, 풍부성, 독창성 등 5개 

척도를 전문성 구성요소로, 지역사회와 독자중심, 공중의 이익고려 등 2개 

척도를 진실성 구성요소로 보고 미디어 신뢰도를 측정했다. 전문성은 인지

적 요인, 진실성은 정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요인 간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컨벤션 광고에서의 신뢰도는 인지적 측면이 정서

적 측면보다 크게 나타났다(유현경 & 윤유식, 2011). 미디어 신뢰도는 사람

9) Credibility와 Trust의 차이 (Go et al., 2016)
일반적으로 개인 심리 차원에서 다뤄지는 credibility 개념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 기제로 언

급되는 trust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trust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스스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려는 의지인 반면, credibility는 trust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중심 요소로, 특정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 과정이자, 단기적 결과를 뜻한다. 결국 특정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trust는 credibility가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때 형

성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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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미디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집합적 차원의 확신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데, 이를 확보하려면 공중에게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가 개개인의 편의성

과 안정성은 물론, 사회적 지향가치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까지도 갖출 것

이 요구된다(Gazino & McGrath, 1986).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대부

분 서로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익명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발신자의 신뢰도

를 판단할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이미혜 & 손동영, 2013). 한편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는 해당 미디어가 뉴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

행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고(송종길, 2006), 광고에 대한 신뢰도는 수용자 

스스로 광고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메시지로 인식하는지를 뜻한다

(Mackenzie & Lutz, 1989). 가지아노와 맥그래스(Gaziano & McGrath, 

1986)는 미디어 신뢰도의 구성요인으로 공정성, 편향성, 완전성, 정확성, 프

라이버시 존중, 수용자 흥미에 대한 관심, 지역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 의

견과 사실 분리, 객관성, 저널리스트의 훈련 수준 등 12개를 제시하였다. 메

이어(Meyer, 1988)는 이 12개 항목을 믿음과 공동체 친화라는 2개의 하부

개념으로 분류하고 믿음은 공정성, 불편부당성,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1)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신뢰도

 광고에서의 신뢰도는 상품의 질을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다(Garbarino & Johnson, 1999). 또한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수용

자가 견지하는 호의적인 믿음으로도 정의된다(박영서 외, 2015). 광고 신뢰

도는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개념으로 취급되어 왔으며(양영종, 2010), 신뢰

도를 구성하는 진실성과 전문성의 중요도 비중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달

라진다(Hovland & Weiss, 1951; Berlo, Lemert, Mertz, 1970).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광고에 대해 뉴스 기사보다 낮은 신뢰도 수준을 보인다(Reid, 

L. N. et al., 1981). 또한 광고 메시지 수용자가 지닌 제품 유형별 관여도 

차이는 기사 형 광고의 몰입 정도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곽동성 & 이화순, 2008; 김윤식 & 박종민, 2013). 한편 기사 형태와 유사

한 바이라인과 글자체/글자크기로 인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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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이 결과적으로 수용자의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위험

성과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김봉현, 2007). 잡지에서의 일반 광

고, 유가기사, 무가기사, 애드버토리얼을 비교한 조정식 등의 연구(2011)에

선 광고 형태뿐만 아니라, 특정 잡지가 주로 다루는 분야에 따라 수용자 신

뢰도 역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정보원 신뢰도

 약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뢰도 구성요소를 정보원의 능력 또는 

전문성, 특징, 선한 의지 등 세 가지로 보았다. 정보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따라, 설득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도 수준이 결정된다(Sternthal et al., 

1978). 정보원 신뢰도는 수용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주관성은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개별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양성관 & 양

성운, 2003; 성동규 & 박상호, 2005; 유현경 & 윤유식, 2011). 정보원 신

뢰도는 미디어와 광고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미디어 

신뢰도는 미디어 이용(양성관, 양성운, 2003; 성동규, 박상호, 2005), 정치 

참여(이정기, 2011), 기업 평판(차희원, 2004), 잡지에 대한 구매 행위(배성

우, 2008), 광고 효과(김정현, 200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서도 블로그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온라인 상 구전 효과가 컸으며(김유정 & 김혜영, 2010), 쇼핑몰 웹사이트의 

신뢰도는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매출 확대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되었다(김영찬 & 고나령 2009). 지하철 터널 광고(양영

종, 2010), 금연 광고(허철무 &　안상현, 2013)에서도 정보원 신뢰도는 수

용자의 광고에 대한 태도와 이후 행동 양상에서 발신자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원 신뢰도가 설득에 

미치는 영향은 수용자의 선입관이나 선행지식 습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수용자가 특정 이슈에 대해 선입관이나 선행 지식을 갖고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영향력이 더 컸다(Kumkale & Albarracin, 2010). 결국 광고 메시

지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도는 광고주가 의도하는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거나, 그 자체로 개별 광고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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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네이티브 광고 효과

        1) 긍정적 효과

 광고주로 하여금 기사 형 광고 집행을 통해 콘텐츠 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

들도록 유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광고가 수용자의 메시지 몰입도를 

증가시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김봉현, 2007; 이현선, 2007; 곽동성 & 이

화순, 2008). 마케팅 전문가들과 광고주들은 소비자들의 광고 회피 성향에 

네이티브 광고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버즈피드와 같은 온라인 

기반 미디어에서는 리스티클10)방식으로 네이티브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데, 

배너와 같은 다른 형태의 광고 보다 수용자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애드 블로킹 기술의 발전은 네이티브 광고에 대

한 발신자 차원의 수요를 끌어올린 요인이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회피하려

고 하면서, 광고 메시지는 미디어 플랫폼에 좀 더 통합된 형태로 노출되고 

있다(FTC, 2013; Levi, 2015) 네이티브 광고는 배너 광고에 비해 수용자에

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짜증은 덜 유발한다. 그 

형태가 뉴스에 가까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Rieder, 2013). 네이티브 광고

가 뉴스 기사에 가까운 느낌을 수용자에게 전달할수록 광고 효과 또한 상승

한다. 동시에 언론사 플랫폼에 게재하는 광고가 뉴스 콘텐츠와의 형식적/내

용적 관련성을 가질 때, 메시지는 맥락 효과(context effects)를 발생시킨다

(홍지미 외, 2011). 결국 수용자들에게 기존 광고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

함으로써 보다 높은 주목을 끌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관여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 

    2) 부정적 효과

 네이티브 광고는 제작 과정에서 언론사, 광고주, 광고 대행사 간 협업의 

기회를 늘리는 데, 개별 행위자 모두 마케팅 바이럴 효과(viral effects)를 염

두에 둔 메시지 형태를 강조한다(FTC, 2013). 여기엔 메시지의 전파력이 

광고 효과는 물론 언론사의 영향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인식이 

10) Listicle: 목록이라는 뜻의 「리스트(list)」와 기사라는 뜻의 「아티클(article)」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의 기사를 의미(출처: 
네이버 시사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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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하고 있다. 또한 네이티브 광고는 수용자들의 광고 회피를 방지하고자 

광고 요소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도록 제작한다(이수범 외, 2016). 네이티브 

광고의 이러한 특성은 수용자를 기만하며, 궁극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신뢰

도 하락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가능하게 했다(Campbell & Marks, 2015). 

문제적 효과 역시 이 같은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소비자가 광고의 의도를 

더 파악할수록 그들이 짜증을 낼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Tutaj & van 

Reijmersdal, 2012).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기업인 콘텐틀리(Contently)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뉴스 사이트에서 네이티브 광고

가 함께 노출 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Palma & Waalkens, 2016). 대표적으로는 2015년 미국 아틀래틱 신문(the 

Atlantic) 온라인 판 헤드라인에 사이언톨로지 (미국 내 신흥 종교 집단)에

서 제작한 네이티브 광고가 노출되었을 당시, 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사례가 있다. 의도적으로 기사와의 구분을 흐리려는 시도로 받아들였기 때

문이다(Ponikvar, 2015). 네이티브 광고가 해당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지나

치게 유사하면 오히려 수용자의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Rieder, 2013; Ponikvar, 2015). 

       3) 양면적 효과: 제3자 보증 효과 (3rd-Party Endorsement Effect)

 뉴욕타임스와 같은 유력 매체에 지면 광고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광

고주의 신뢰도가 확보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후광 효과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감소하는 추세다(Hoofangle & Meleshinsky, 2015).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전통 뉴스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그

들의 정보 검증 방식을,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의 신뢰도 평가 기준으로 사

용한다. 예를 들어 신문과 같은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갖춰진 온라인 웹사이

트 상의 정보에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인다. 또한 웹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찾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는 물론, 신뢰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수용

자들은 특정 웹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선호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웹사이트

가 신뢰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뉴스 사이트에서 얻은 정

보를 더욱 신뢰한다(Wathen & Burkell, 2002). 이는 정보 자체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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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정보를 제공/생산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도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사용자들은 SNS 상에 노출된 정보

의 신뢰도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어디에 게재 되었는지 보다 누가 

게재 했는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Go et al., 2016).

 카메론(Cameron, 1994)은 광고 메시지 신뢰도를 3가지 차원(정보 출처/전

달 의도/내용 편향)으로 유형화시켰다. 뉴스 기사와 비교해 수용자들은 광

고 메시지가 정보 출처가 믿을 만하지 않고, 전달 의도 또한 정보의 객관적 

전달이 아닌 구매 욕구 자극에 맞춰진 것으로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이 내재한 광고가 그 자체의 신뢰도는 물론, 메시지 발신자를 향한 

신뢰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강미선 & 신인섭, 2001). 이에 광고주/

기업은 언론사 뉴스 포맷을 차용한 기사 형 광고 메시지 생산으로 대응해 

왔다. 그와 같은 광고를 접한 수용자는 뉴스 기사와 유사한 외형상의 특징

으로 인해 착각에 기반 한 몰입을 경험한다(김봉현, 2007). 여기엔 기사를 

생산/배치하는 언론사/편집진에 대한 신뢰(Third-party Endordement)가 전

제되어 있다. 즉 수용자는 광고 메시지를 한 쪽 이해 당사자의 설득 과정

(광고주→광고 수용자)으로 이해하는 반면, 뉴스 기사는 제 3자 입장에서 

기술한 비교적 공평한 해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로써 뉴스 기사가 

가진 신뢰도가 광고 메시지 신뢰도에 덧씌워지면서 광고 내용에 한층 집중

하게 된다. 하지만 차후 해당 메시지가 광고임을 인식할 경우, 수용자는 자

신이 기만을 당했다고 느낀다. 그 결과 메시지는 물론 해당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에 대한 신뢰도까지 낮아지며, 기사 형 광고 자체를 기피하기도 한다

(강미선, 2003). 

 수용자 신뢰도 저하는 언론사가 광고 제작 주체로 참여하는 네이티브 광고

에선 더욱 문제시 된다. 사적 소비자로서 기업과 광고 메시지를 대하는데 

비해, 언론사와 저널리즘 메시지는 공중 시민의 관점으로 평가하기 때문이

다. 이로써 수용자는 광고주와 언론사의 서로 다른 역할에 따른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런데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는 그러한 구분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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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가 아닌, 언론사 스스로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신뢰도 

평가 기준이었던 언론사가 수용자들에게 개별 기업과 동일 선상의 단순한 

정보원으로 인식되는 셈이다. 저널리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언론사가 제작하는 네이티브 광고에는 

기존 기사 형 광고와는 다른 메시지 구성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광고 시장 내 주요 행위자(광고주, 광고 대행사, 정부 등)가 제안하는 가이

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된다. 

    7. 네이티브 광고 제작 가이드라인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의 핵심적 요소

다. 동시에 이러한 인식은 실제 광고 내용을 보기 전 이루어져야 한다

(Boerman et al., 2014). 즉 좋은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의 출발점은 

수용자에게 제작 주체와 후원 여부, 광고부서와 편집부서 간 분리 운영 방

침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는 광고를 뉴스 기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인에 의한 광고 효과는 단기적 차원의 메시지 

몰입은 유도할 수 있겠지만, 기만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오래도록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즉 차후에 해당 메시지가 광고임을 인지한 수용자는 광고주

와 함께 이러한 광고를 제작/게재한 언론사에도 나쁜 인상을 갖게 된다. 이

는 네이티브 광고 제작으로 수익 구조 개선을 꾀한 언론사의 의도를 도리어 

무산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측면은, 언론 전체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도 하락이 지속될 경우 사회 내 여론 다양성을 유지/발

전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언론사의 공적 역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다. 결국 네이티브 광고가 내재한 수용자 혼란과 저널리즘 가치 훼손 위

험은, 광고 제작에 있어서 적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도출한다(이수범, 

2007). 미국은 자국 내 광고 규제 업무를 관장하는 연방 거래 위원회11)에

서 제시한 광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미 잡지 편집인 협회12)와 같은 

11)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12) ASME: American Society of Magazine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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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단체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형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유

사하게 행정부 법령과 이에 따른 광고주 자율 기구 (한국 광고자율심의기

구)의 심의 기준이 결합한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양국 간 광고 제작 가이

드라인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

가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 미국의 광고 제작 가이드라인 

 2013년 연방 거래 위원회는 스마트 폰, SNS, 네이티브 광고 등이 온라인 

환경에서 부각된 흐름에 맞춰 새로운 광고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

기엔 광고 시장 내 이해 관계자(광고주/제작사/매체)가 광고 제작 및 집행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FTC, 2013) 이는 미국 내 광고법

(advertising law)에 명시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광고’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이수범 외, 2015). 특히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그 형태와 내용에서 

뉴스 기사와 유사성이 크다는 특성에 기인한 기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광

고의 기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용자가 해당 광고에 대해 갖게 된 종합

적 인상(Net Impression) 개념을 제시했다(FTC, 2015). 이는 네이티브 광고 

메시지가 텍스트, 사진, 영상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

해 메시지가 주변 맥락과 조응한 상태로 수용자에게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네이티브 광고는 수용자가 광고를 뉴스 기사와 같은 콘텐츠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의 가시적 배치, 언어적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뉴스 기사와의 분명

한 차별성, 사실 정보와 그 출처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언급하고 있다.  

   

       2) 전미 잡지 편집인 협회의 광고 가이드라인

 연방 거래 위원회의 온라인 광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전미 잡지 편

집인 협회의 광고 제작 가이드라인은, 독자들이 기사 형 광고가 분명한 광

고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메시지 내 세부 조건들을 규정했다. 메

시지 작성/배치 방식은 물론 광고계약 단계, 인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도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33 -

표 3. 전미 잡지 편집인 협회 가이드라인 (13th Revised in 2007)  

기준 항목 세부 내용

디자인
(design)

 독자들이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사와 차이를 보여야  
한다. 기사로 보일 수 있는 광고나 오독 가능성이 있는 특집 
기사들은 각 페이지 맨 위에 ‘광고’ 혹은 ‘판촉’ 이란 단어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커버
(covers)

 표지는 편집자 지면이므로, 회사나 제품은 광고를 연상시키는 
형태가 아니어야만 표지에 나타날 수 있다.

인접지면
(adjacencies)

 광고할 상품을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기사지면의 전/후면에 
인접해 특정 상품의 광고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로고
(logos)

 신문의 경우 광고주 로고가 사설 면에 보여서는 안 된다. 
잡지는 오직 해당 잡지 자체 광고나 진행 프로모션에 관련해서만, 
광고할 상품이 편집자가 수여하는 상을 받은 사실을 알리 때만 
광고 페이지에 보일 수 있다.

광고주
(sponsorship)

 후원자를 드러내는 말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연재 기사와 함께  
나타나서는 안 된다. 단 내용이 후원자의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 
한에서, 후원자를 알리는 페이지가 명확히 광고이거나 혹은 
잡지의 표준적인 표제만큼 두드러진 형태로 ‘광고’나 ‘판촉’
이라고 붙어있는 한에서는 가능하다.

광고 섹션
(advertising 

section)

 잡지 편집자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기사를 보여주는 세션이나 
페이지는 기사가 아니다. 해당 형태는 모든 페이지 상단에 
“광고”, “특집 광고세션” 혹은 “판촉” 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상품배치/통합
(product 

placement/
integration)

 광고주는 기사 면에 그들의 상품을 배치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선 안 되며, 광고를 대가로 기사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기사 면은 상품을 보여주거나 상품을 살 수 있는 곳을 독자에게  
말해 줄 수 있지만 이 경우 뉴스 편집자의 온전한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편집진 구성과 제목
(editorial staffing

and titles)

 잡지 편집진에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없다. 
광고와 마케팅 스태프가 편집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타이틀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ex. merchandising editor).

편집자 리뷰
(editorial review)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편집국장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광고페이지와 섹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정 요구 발생 시 충분한 검토 후 재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광고 리뷰
(advertising 

review)

 편집자나 발행자는 그들의 결정을 통해 곧 나올 기사 내용의 
일반적인 주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반면, 특별한 이야기나 
레이아웃 혹은 내용면이 광고 리뷰를 위해 쓰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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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 잡지 편집인 협회는 연방 거래 위원회가 변화된 광고 제작 가이드를 

제시한 이후(FTC, 2013) 2015년 4월, 개정된 가이드라인(15th Revised 

Guidelines)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잡지 매체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정보를 개별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기존 인쇄 잡지와 디지털 잡지 구분을 

폐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 포맷(모바일/동영상)과 마케팅 포맷(네이티

브 광고)를 포함시킬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네이티브 광고 

제작에서의 권고사항도 제안했는데, 광고 내에 ‘Sponsor Content’ 혹은 

‘Paid Post’란 표현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일반 기사와 시각적으로 구분

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네이티브 광고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폭 넓게 

활용하므로 회원사는 광고 제작 과정에서 편집인 협회의 관계자와 광고 표

시에 관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가이드라인

이 자율규제 형태라는 점에서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미비가 약점으로 지적

되어 온 측면을 감안, 아래와 같은 보완 규정도 신설했다.

 -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행위)한 

   잡지와 광고주는 미국 체신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잡지(편집인)도 전미 잡지 시상식에 출전은 

   가능하다. 단, 심사 위원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 위반은 결과적으로 수용자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좋은 저널리즘이야말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3) 한국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 기준

 한국의 경우 2006년, 문화관광부 산하 특별위원회 조직이던 신문발전위원

회에서 기사 형 광고에 관한 심의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이것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6조: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6

조 :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

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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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광고에 대한 심의가 한국 광고자율심의기구로 이관되면서, 규정은 법령

에 근거를 두고 실제 심의는 업계 자율로 이루어지는 혼합 모델이 만들어졌

다. 심의 규정은 심의 운영 규정과 편집 기준, 심의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심의 운영규정: 본 규정의 법적 근거와 목적, 기사 형 광고에 대한 

   정의 및 심의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심의가 진행될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 편집 기준: 기사 형 광고에서의 광고 표식, 수용자 오인을 유도할 

   표현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다.

  - 심의 세칙: 운영 규정에서 정의된 기사 형 광고의 적용 영역을 구체화

   하고, 세분화된 편집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매체 별 위반 건수 산정, 

   기사 형 광고 판단 기준, 오인을 일으킬 만한 표현 예시도 포함한다.

        4) 미국과 한국의 광고 제작 가이드라인 비교

 미국과 한국의 광고 제작 가이드라인은 메시지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과 메

시지에 대한 인식, 규제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메시지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성에 있어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기사 형 광고를 판단

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이 메시지 제작 과정(편집진 구성과 

제목/상품 배치 및 통합), 메시지 내용(디자인/로고/커버/인접 지면/광고주/

광고 섹션), 제작 이후 지침(편집자 리뷰/광고 리뷰)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이는 광고 제목 배치와 표현 차원에만 치중하는 한국 가이드라인에 비해 보

다 구체성을 지닌다. 2015년 개정된 전미 잡지 편집인 협회의 가이드라인은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 대한 기존 구분을 폐기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포

맷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매체 융합을 선언적/추상적 수준이 아

닌 직접적/구체적으로 인식한 결과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매체 별 구

분에 의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네이티브 광고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에 관한 논의도 빠진 상태다. 규율 과정 및 이후 규제 방식 차원에서 

미국은 가이드라인이 실제 광고 제작 과정에 반영되기 위한 조치로써, 협회 

내 전문 인력과 광고 제작 주체 사이의 사전 조율을 명문화했다. 또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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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형태이기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때 불이익이 따를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 광고자율심의기구는 법령에 근거한 심의 규정을 적용하

고 의결까지만 담당하며, 위반 사항 심의 이후 별도의 제제 조치는 해당 법

령 관련 행정부처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5) 네이티브 광고와 국내 언론 환경

 네이티브 광고가 한국 언론 지형에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는 별도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한국의 뉴스 생산, 유통, 소비 구조가 네이

티브 광고가 활발한 서구의 언론 환경과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김춘식, 

2016). 무엇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미디어 간 의제 설정자

(Intermedia Agenda Setter)가 부재한 국내 언론 환경에서 네이티브 광고에 

관한 상호 규약이 없는 상태로 무분별한 광고 유치 경쟁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와 김위근(2015)은 향후 국내 네이티브 광고 관련 쟁점

을 이용자 경험 차원, 이용자 신뢰도 차원, 광고의 투명성 차원, 광고의 독

립성 차원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용자 경험을 제외한 세 가지 차원은 언론

사가 네이티브 광고 제작 전반을 관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각

각 일반 기사와의 구분이 어려울 때 이용자가 광고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신뢰,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방향성, 언론사와 광고주와의 관계 

설정을 언급했다. 또한 김창남(2016)은 국내 네이티브 광고 시장의 성숙에 

필요한 과제로 언론사가 수행하는 저널리즘 활동과의 조화, 광고주/개별 언

론사 내 인식 개선, 제작 인력 충원, 유통망 확보를 언급하면서 보다 구체

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이티브 광고 이슈를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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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본 연구는 기사 형 광고 형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서 

수용자의 광고 식별 능력과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

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분석한다. 뉴스 기사와 유사하게 제작되는 온라인 네

이티브 광고의 특성으로 인해 수용자는 광고를 뉴스 기사로 오인할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수용자 기만은 네이티브 광고 제작 주체가 언론사일 때, 

광고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물론 이것을 만든 언론사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해당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을 

내재한다. 연구 문제 1을 통해 뉴스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는 수용자의 인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 가설의 형태로 제시했다.

연구 문제 1. 네이티브 광고에서 수용자가 광고를 뉴스 기사로 오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가설 1-1.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을 때 수용자가 네이티브 광고를   

               뉴스기사로 오인하는 비율은, 명시할 때 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 가설 1-2. 광고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브랜드를 홍보하는 내용 

               비중이 낮을수록, 수용자가 네이티브 광고를 뉴스기사로 

              오인하는 비율은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2는 네이티브 광고 메시지에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밝히거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브랜드 홍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정도에 따라, 수용

자의 광고 가치 평가와 신뢰도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했다. 

 

연구 문제 2. 네이티브 광고 메시지의 특징이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가설 2-1. 광고임을 명시할 때, 수용자는 네이티브 광고 가치를 

                명시하지 않을 때 보다 높게 평가할 것이다.



- 38 -

   연구 가설 2-2. 광고임을 명시할 때 네이티브 광고의 수용자 신뢰도는, 

                 명시하지 않을 때 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 가설 2-3. 광고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브랜드를 홍보하는 내용 

                 비중이 낮을수록, 수용자는 네이티브 광고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이다.

   연구 가설 2-4 광고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브랜드를 홍보하는 내용 

                 비중이 낮을수록, 네이티브 광고의 수용자 신뢰도는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3에서는 광고 수용자가 네이티브 광고 메시지의 특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광고 가치와 신뢰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용자가 인식하는 광고의 명시성과 광고성의 수준

이 광고 가치 평가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 문제 3. 네이티브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가설 3-1. 수용자의 명시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연구 가설 3-2. 수용자의 명시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의 신뢰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연구 가설 3-3. 수용자의 광고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연구 가설 3-4. 수용자의 광고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의 신뢰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문제와 세부 연구 가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탐색적 수준의 연구 모형을 도출하게 되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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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네이티브 광고 가치와 수용자 신뢰도에 관한 연구 모형

    2. 연구 설계

         1) 사전 준비 및 진행 절차

 본 연구가 상정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은 집단 간 비교 실험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experiment)으로 검증했다. 참가자는 관

련 전문 업체(마크로밀 엠브레인)를 통해 모집했다. 참여 인원은 523명이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지역, 연령대, 성별)을 반영한 층화 표집으로 확정된 20

대부터 50대 이상의 성인이다. 이들은 연구를 위해 제작한 네이티브 광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 8개의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되었다. 실험은 온라인상에

서 이루어졌으며, 조사 완료 후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현금을 지급했다.

 연구에 사용된 네이티브 광고물은 뉴욕타임스의 광고 제작부서인 T-브랜

드 스튜디오가 실제로 만든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2017년 5월 10일 기준 

총 177개) 가운데 4개(필립스: 칫솔/애트나: 수면제/다논: 요구르트/어도비: 

컴퓨터 프로그램)를 선정, 연구 목표에 부합하도록 변형을 거쳤다. 국내 언

론사가 제작한 네이티브 광고가 아닌 뉴욕타임스의 광고를 사용한 이유는, 

앞서 규정한 네이티브 광고 개념(광고주와의 직접 광고 계약, 제작 전담 부

서의 존재, 심층 기획 기사 형 광고 형식)에 부합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독립 변인으로 상정한 광고의 명시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명시성

신뢰도네이티브 광고 가치

광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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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라는 측면, 광고 내용 상 국내의 정치/경제 이슈와 거리가 있는 보건, 

기술, 식품에 관한 전문/실용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 역시 선정 이유라 

하겠다. 아울러 현존하는 언론사에 대한 실험 참가자의 개인적 선호도/평가

를 통제하기 위해 가상의 언론사명(성도일보)을 사용했다. 한국의 경우, 개

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감안

한 처치다. 반면 기업명과 브랜드 이름은, 네이티브 광고가 상대적으로 수용

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식임을 고려해, 몰입감과 사실성 제고 차원에서 있

는 그대로 제시했다. 

 광고 한 편 당 텍스트 길이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원 콘텐츠의 1/4 수준

(1200~1400자)으로 줄였지만, 도표나 그림, 인터뷰 내용은 1/3 이상 반영

되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피로에 

따른 참여자의 불성실 응답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네이티브 광고

가 내재한 기본 특징은 유지하고자 했다. 한편 노출 광고물이 미국의 언론

사가 제작한 광고라는 점에서 참가자의 가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요인(미국 중심의 통계 지표/ 전문가 인터뷰/ 언어적 표현 방식) 통제 과정

도 거쳤다. 따라서 광고에 등장한 미국 관련 사실 정보는 국내 정보로 대체

하고, 영어 표현 역시 본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어로 의역

하는 작업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를 통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를 접

했다. 실험은 독립변인에 따라 세부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된 참여자 개인이 

화면에서 광고 내용을 충분한 시간(3~5분)동안 살펴 본 후 곧바로 독립변

인, 종속변인 관련 내용과 인구 통계학적 정보 등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전체적인 설문지 구성은 네이티브 광고를 접한 직후의 참가자에

게 방금 화면으로 본 콘텐츠가 광고인지 뉴스 기사인지 묻는 오인율 측정에

서부터, 해당 콘텐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후 설명 없이 수용자의 반응

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 제시된 콘텐츠에 관한 사후 설명을 제

공하여 네이티브 광고를 접한 수용자의 전반적 인식을 반복 측정했다.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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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응답자가 방금 화면에서 보았던 콘텐츠는 언론사(네이티브 광고 

3/4/5/6를 접한 집단은 기업)에서 제작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였다는 사실

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설명글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가 

설명글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30초) 간격을 설정, 사후 설

명 이후 응답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2) 변수 측정

 네이티브 광고는 메시지 내 광고주 표시 방법/위치에 따라 수용자가 광고

로 인지하는 정도(광고 인지율)의 차이를 보인다. 네이티브 광고에서 광고주 

표시 위치에 따른 광고 인지율 차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워딘스키와 에반

스(Wojdynski & Evans, 2016)에 의하면, 광고주 표시 위치를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광고주 표시가 콘텐츠 중간에 나타날 때 상대적으로 광고 인지

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신지원 외, 

2016) 광고주 표시가 제목과 가까울 때 광고 인지율이 가장 높았으며, 관련 

사진 이미지가 포함될 경우에도 인지율은 상승했다. 또한 브랜드 로고나 제

품명을 통해 광고주를 표시하는 것 이외에 부가적인 설명도 추가될 경우, 

광고 인지율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Wiedenbeck,1999; Tessitore 

& Geuens, 2013). 한편 브랜드 로고의 사용은 광고 인지율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이와 더불어 콘텐츠 내에서의 글자 크기나 색깔의 차이도 광

고 인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Wojdynski, 2016). 각 변수 측

정 측정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추정하기 위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계수 값은 표 4에서 제시한다.

표 4. 변수 측정 문항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계수)

변수
명시성 

(인식수준)

광고성

(인식수준)
정보성 오락성 방해성 기만성

광고

가치
신뢰도

α .743 .688 .694 .728 .624 .509 .780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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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시성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시각적 정보 탐색은 F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Shrestha & Lenz, 2006; 이수범 외, 2016, 재인용). 특히 콘텐츠 

상단 왼쪽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의 가

이드라인에서도 네이티브 광고 제작 시, 왼쪽 상단부에 스폰스 브랜드나 광

고임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FTC,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의 명시성 차원 가운데 제작 주체 명시는, 콘

텐츠 왼쪽 상단부에 “이 콘텐츠는 성도일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제작팀에 

의해 만들어 졌습니다”라는 문장의 삽입 여부로 조작했다. 기업 후원이나 

협찬 명시를 나타내는 문장은 콘텐츠 최상단부에 위치한 브랜드 로고와 바

로 아래 “이 콘텐츠는 ○○의 지원을 받아 제작 했습니다”이다. 언론사 조

직 내 광고 제작부서와 뉴스 제작부서 간 분리/독립 운영 사실을 명시하는 

문장으로, 콘텐츠 최하단부 중앙에 “성도일보의 뉴스 제작/편집부서는 본 

콘텐츠의 제작과 게재 과정 일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을 썼다. 또

한 기업 네이티브 광고의 명시성을 나타내는 문장으로는 각각 “이 콘텐츠는 

○○의 광고 제작팀에 의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 유료로 게재하는 콘

텐츠입니다”, “본 콘텐츠는 성도일보의 뉴스 제작부서/편집부서와 관련이 

없습니다”를 사용했다. 

 한편 명시성을 나타내는 각 문장 내 글자 크기와 색상은 본문과 다르게 만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수용자는 광고의 명시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문

구가 콘텐츠 내에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얼마나 가시적인 형태

로 제시되었는가도 함께 판단한다. 즉 해당 광고가 광고임을 밝혔는지 여부

와 함께 그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

서 광고의 명시성을 수용자가 인식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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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의 명시성에 관한 수용자 인식 정도

    -언론사가 제작한 광고임을 표시한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후원을 받아 게재되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 되었다.

    -본 콘텐츠는 언론사의 뉴스 제작/편집 부서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② 일반 기업 제작 네이티브 광고의 명시성에 관한 수용자 인식 정도

    -특정 기업에서 제작한 광고임을 표시한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후원으로 게재되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본 콘텐츠는 이것을 게재한 언론사의 뉴스 제작/편집부서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2) 광고성

 광고성은 광고 메시지의 의도와 특성(광고 상품/서비스의 판촉과 홍보)이 

광고 내용에 반영된 수준이다. 먼저 광고 메시지를 구성하는 차원에서는 특

정 상품이나 서비스/브랜드에 관한 언급 횟수/분량에 차이를 두었는데 광고

성이 낮은 광고의 경우 위 내용이 언급되는 횟수와 분량이 광고성이 높은 

광고의 1/3 수준으로 조정했다. 동시에 명시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광고성

의 차이를 수용자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다

음과 같이 제시했다. 측정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5점(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척도이다. 

   

  -본문 내용에 특정 회사의 브랜드나 서비스, 상품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업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담긴 내용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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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성, 오락성, 방해성, 기만성

 수용자의 광고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정보성, 오락성, 방해

성, 기만성은 이전의 연구 결과들(Chen & Wells, 1999; Ruggiero, 2000; 

LaRose et al., 2001; Reichert et al., 2001; Chen, Clifford, & Wells, 

2002; Luo, 2002; Cho & Cheon, 2004; Ko, et al, 2005; Wang & Sun, 

2010; Sheinin et al., 2011; 이성준, 2014; 정다혜, 2014; 길덕, 2015; 변

혜민 & 심성욱, 2016)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를 온라인 네이

티브 광고 수용자의 광고 가치 평가 모형에도 활용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한

다. 변인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와 설문 문항은 국내외 선행 연구

(Ducoffe; 1995,1996; Reichert et al., 2001; Cho & Cheon ,2004; 

Sheinin et al., 2011; 강인원 & 조은선, 2015; 이수범 외, 2015; 변혜민 

＆ 심성욱, 2016) 내용 가운데 각 연구 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우선 선별한 

후 이를 원용했다. 동시에 본 연구가 상정한 네이티브 광고의 정의에 부합

하도록 기존 문항을 변형하는 과정도 거쳤는데 정보성의 경우에는 네이티브 

광고에 등장하는 설명의 심층성을 감안해 제시된 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평

가가 더해졌다. 오락성에서는 네이티브 광고가 다양한 형태의 인터렉티브 

자료를 활용하는 측면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문항이 추가되었고, 방해성은 

이러한 자료가 오히려 전체 내용에서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한 문항을 넣었다. 네이티브 광고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광고이

지만 기존의 기사 형 광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만성을 평가하는 문항에 

기존 광고와의 비교가 필요한 내용이 들어갔다. 각 변수들은 리커트 5점 척

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측정했다.

 ① 정보성: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가 제품/서비스/브랜드에 대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풍부했다.

   -제시된 내용에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제시된 내용이 시의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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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오락성: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 수용자가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

    -보는 동안 전체적으로 재미가 있었다.

    -설명글 이외에 다양한 시각자료(그래프/그림)가 많아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③ 방해성: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 수용자가 느끼는 거슬림의 정도

    -핵심 정보 이외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 보기가 불편했다.

    -설명글과 함께 제시된 그림이나 표가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나치게 길다.

 ④ 기만성: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 수용자가 느끼는 혼란의 정도 

    -광고인지 기사인지 혼란스러웠다.

    -제시된 주요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기존 광고 방식보다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5) 광고 가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가치의 조작적 정의를 온라인 네이티

브 광고에 대해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측정에 필요한 문항은 듀코프(Ducoffe, 1995)가 제시했던 

기준(광고는 유용하다/ 광고는 중요하다/ 광고는 소중하다)과 후속 연구

(Ducoffe, 1996; Ducoffe & Curlo, 2000)에서 이를 변형한 내용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설문 참가자에게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가 사

후 설명글을 통해 네이티브 광고로 인식하기 전후의 측정 문항은 문장 도입

부 간의 차이를 두어, 실험 참가자가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유추하지 않

도록 처리했다. 광고 가치 측정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다.

 ① 광고물 노출 직후 (사후 설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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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둘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

      

 ② 광고물에 관한 사후 설명 진행 이후

    -방금 내가 본 광고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방금 내가 본 광고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둘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6) 신뢰도

 신뢰도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수용자가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를 믿을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신뢰도 측정에 필요한 문항은 카메론(Cameron, 

1994), 가바리노와 존슨(Garbarino & Johnson, 1999)이 제시한 내용(정보 

출처는 믿을 만하다/ 내용은 편향되지 않았다/ 메시지에 확신이 간다)을 기

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네이티브 광고의 특징으로 밝힌 심층 기획 기사 

형태는 제시된 정보의 양과 질, 서술 방식 등이 이전 기사 형 광고에 비해 

한층 언론사 콘텐츠에 가깝다. 제작 주체 역시 언론사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뉴스 생산 메커니즘이 광고 제작에 본격적으로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신뢰도 측정 문항은 네이티브 광고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광고 내용상

의 신뢰도를 구분할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 결과(김정

현, 2008; 김윤식 & 박종민, 2013; 이명천 외, 2013)에서 신뢰도를 측정한 

기준(정보 의존/ 의심 정도/ 결과 기대/ 공감도/ 정확도/ 확신성)과 표현(이 

제품은 믿을 만 하다/ 이 제품은 신뢰감을 준다/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다)

도 참고했는데,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광고 상품이 아닌, 광고 자체에 

대한 문항으로 변용했다. 측정에는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방식이 사용되었다.

 ① 광고물 노출 직후 (사후 설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          

   -화면에서 제시된 콘텐츠는 대체로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근거를 제시했다.

   -화면에서 제시된 콘텐츠는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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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제시된 콘텐츠는 믿을 만 하다.

        

 ② 광고물에 관한 사후 설명 진행 이후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대체로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근거를 제시했다.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믿을 만 하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23명의 참여자는 8개의 세부 집단(제작 주체-광고임을 명시하는지 여부-

광고성)으로 무작위 할당되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물에 노출되었다. 광고

물 1(언론사 제작 -광고임을 명시-낮은 광고성)을 접한 응답자는 64명

(12.2%), 광고물 2(언론사 제작- 광고임을 명시-높은 광고성) 65명

(12.4%), 광고물 3(기업 제작-광고임을 비명시-낮은 광고성) 65명(12.4%), 

광고물 4(기업 제작-광고임을 비명시-높은 광고성)는 67명(12.8%)에게 제

시되었다.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제작 주체가 해당 광고의 기업으로 명시성 

판단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광고성이 높은 광고물 5의 수용자

는 68명(13%)이고, 광고물 6(기업 제작-광고임을 비명시-낮은 광고성)을 

본 응답자 66명(12.6%), 광고물 7(언론사 제작-광고임을 명시-높은 광고

성)과 광고물 8(언론사 제작-광고임을 명시-낮은 광고성)은 각각 65명

(12.4%), 63명(12%)이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구성은 남성 266명

(50.9%), 여성은 257명(49.1%)으로 이루어졌다. 평균 연령은 40.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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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1.64)이며, 이들 가운데 20대는 127명(24.2%), 30대 128명(24.4%), 

40대 133명(25.4%), 50대 이상은 135명(25.8%)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의 경

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4명(17.9%),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 졸업

자는 371명(70.9%), 대학원 이상은 58명(11%)의 비율로 나타났다. 조사자

들의 뉴스 매체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뉴스 소비 시간은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257명: 

49.1%). 1시간미만으로 답한 응답자 수는 162명(30.9%), 2시간 이상 이용

자는 104명(19.8%)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로 스마트폰, 태블

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뉴스를 접했고(278명: 53.1%), 노트북과 

데스크탑 PC 등의 고정형 인터넷 단말기 사용자가 195명(37.2%)으로 뒤를 

이었다. 종이 신문으로 대표되는 인쇄 매체를 주요 뉴스 미디어로 꼽은 응

답자는 50명(9.5%)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은 (모바일 앱을 포함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거쳐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고 있었다(452명: 

86.4%). 개별 언론사의 공식 뉴스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과 페

이스 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뉴스 이용자는 각각 40

명(7.6%)과 31명(5.9%)으로 조사되어, 국내 뉴스 시장 환경에서 포털 사업

자의 영향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 표 5로 정리했다.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광고물 유형

광고임을 

명시

광고물 1 (언론사 - 광고성 低) 64명 12.2%

광고물 2 (언론사 - 광고성 高) 65명 12.4%

광고물 3 (기업 - 광고성 低) 65명 12.4%

광고물 4 (기업 - 광고성 高) 67명 12.8%

광고임을 

명시X

광고물 5 (기업 - 광고성 高) 68명 13%

광고물 6 (기업 - 광고성 低) 66명 12.6%

광고물 7 (언론사 - 광고성 高) 65명 12.4%

광고물 8 (언론사 - 광고성 低) 63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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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광고 가치, 신뢰도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전체 응답자의 광고 가치와 신뢰도 평균을 

조사했다. 광고 가치와 신뢰도가 참가자에 대한 사후 설명(응답자가 화면으

로 접한 콘텐츠가 언론사/기업이 제작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전후로 두 번 측정된다는 점에서 설명에 따른 광고 가치

와 신뢰도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표 6).

성별
남성 266명 50.9%

여성 257명 49.1%

연령대

20대 127명 24.2%

30대 128명 24.4%

40대 133명 25.4%

50대 이상 135명 25.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명 17.9%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 371명 70.9%

대학원 이상 58명 11%

뉴스 

이용시간

1시간 미만 162명 30.9%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57명 49.1%

2시간 이상 104명 19.8%

뉴스 

이용방법

인쇄 매체 (ex. 종이 신문) 50명 9.5%

고정형 인터넷 (ex. 노트북/데스크탑 PC) 195명 37.2%

이동형 인터넷 (ex. 스마트폰/태플릿 PC) 278명 53.1%

온라인 뉴스 

이용

포털 뉴스 서비스 (모바일 앱 포함) 452명 86.4%

소셜 미디어 (ex. 페이스북/트위터) 31명 5.9%

개별 언론사 뉴스 홈페이지 40명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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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체 응답자의 광고 가치, 신뢰도 수준     

 제작 주체, 광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여부, 콘텐츠의 광고성 수준에 따라 광

고 가치와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본 콘텐츠가 광고임을 알게 된 이후

의 광고 가치 평가와 신뢰도 수준은 이전보다 떨어졌다. 이는 수용자가 상

업성이 담긴 미디어 콘텐츠보다 비상업적인 성격을 갖는 콘텐츠를 좀 더 믿

을만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Reid, L. N. et al 1991; 

Wathen & Burkell, 2002; Rieder, 2013; Ponikvar, 2015; Go et al., 

2016)과도 부합한다. 광고 가치와 신뢰도 하락을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분

석할 때 먼저 제작 주체 차원에서는, 광고 가치와 신뢰도 모두 기업 제작 

네이티브 광고 하락 폭이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보다 컸다. 또한 광고

가 광고임을 밝히는 차원의 명시성이 드러나지 않은 네이티브 광고에서 수

용자의 광고 가치와 신뢰도 저하가 두드러졌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브랜

드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정도로서의 광고성 기준에 따르면, 광고성

이 높은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의 광고 가치 평가 하락폭이 컸지만, 신뢰도 

저하는 반대로 광고성의 낮은 메시지를 본 수용자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측정 항목
광고 가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사후 설명 진행 여부 설명 이전 설명 이후 설명 이전 설명 이후

제작 주체

언론사 

(257명)

3.21

(.6781)

3.16

(.6602)

2.99

(.6030)

2.92

(.6034)

기업 

(266명)

3.53

(.6012)

3.24

(.6351)

3.06

(.5639)

2.94

(.5458)

광고임을 

명시

표시 

(261명)

3.34

(.6646)

3.18

(.6445)

3.00

(.5725)

2.92

(.5611)

미표시 

(262명)

3.40

(.6537)

3.22

(.6521)

3.06

(.5948)

2.94

(.5881)

광고성

낮은 수준 

(258명)

3.33

(.6627)

3.17

(.6389)

3.20

(.5568)

2.96

(.5457)

높은 수준 

(265명)

3.41

(.6544)

3.23

(.6566)

3.10

(.6045)

2.90

(.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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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문제 1의 결과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 참가자가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를 뉴스 

기사로 잘못 인지한 비율은 52.9%(277/523)다. 세부적으로 광고임을 명시

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를 본 수용자의 오인율은 전체 오인율 보다 낮았고

(49.0%: 128/261), 명시성이 없는 광고에 노출된 수용자의 오인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다(56.8%: 149/262). 또한 광고성이 높을 때의 오인율은 

38.8%(103/265)인데 비해, 광고성이 낮은 광고 메시지를 접한 응답자의 

2/3 이상(67.4%: 174/258)은 광고를 뉴스 기사로 오인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가설의 통계 검증 전, 수용자 오인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광고의 명

시성과 광고성이 모두 유의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표 7. 네이티브 광고 수용자의 오인율과 인식률

 연구 가설 1-1/1-2는 네이티브 광고가 광고임을 밝히는 내용의 명시 여

부와 해당 광고의 광고성에 따라 수용자 오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

석한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광고성과 오인율 사이의 유의미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광고성이 낮은 광고를 접한 수용자의 오인율

이 높은 광고성을 가진 광고를 본 수용자 오인율 보다 높을 것이란 가설 

귀하께서 화면으로 접하신 내용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스 기사로 대답

(오인율)

광고로 대답

(인식률)

제작 주체
언론사 (257명) 120명(46.6%) 137명(53.3%)

기업 (266명) 157명(59.0%) 109명(40.9%)

광고임을 명시
표시 (261명) 128명(49.0%) 133명(50.9%)

미표시 (262명) 149명(56.8%) 113명(43.1%)

광고성
낮은 수준 (258명) 174명(67.4%) 84명(32.5%)

높은 수준 (265) 103명(38.8%) 162명(61.1%)

합계 (523명) 277명(52.9%) 246명(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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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표 8의 결과에서 보듯 명시성이 드러

난 네이티브 광고를 본 수용자의 오인율은, 명시성이 없는 광고를 접한 사

람에 비해 낮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까지 확보하지는 못했다(가설 1-1). 

여기엔 참여자가 실험 상황에서 처음부터 언론사의 특정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측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자신이 실험에

서 수행해야 할 역할로 제시된 메시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함

으로써 본문 위주의 콘텐츠 수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곧 전체 레이아웃

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진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수용자의 선택적 주의

가 다른 차원의 부주의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p<0.05*, p<0.01**)

 표 8. 명시성, 광고성과 수용자의 오인율 간 관계

    3. 연구 문제 2의 결과 

  연구 문제 2에서는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의 명시성과 광고성이 수용자의 

광고 가치 평가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광고성이 낮을

수록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가설 2-4는 검증되었다. 

반면 명시성은 광고 가치와 신뢰도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고,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광고 제

작자가 광고의 명시성을 드러냈음에도, 이것이 수용자의 명시성 인식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용자가 광고 메시지 내

용에만 집중한데 따른 부주의다. 즉 광고에 드러난 명시성을 수용자가 인식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광고의 명시성과 수용자의 명시성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이는 앞선 연구 문제 1에서의 설명과 궤를 같

독립변인
B

(S.E)
Wald Exp(B) 유의확률

광고임을 명시
.352

(.186)
3.610 1.423 .057

광고성
-1.236

(.187)
43.725 .29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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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다. 다른 한편으로 광고의 명시성을 확인했지만, 그 정도가 충분치 않

다고 판단함에 따라 광고 가치와 신뢰도 평가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

었을 여지도 존재한다. 이로써 광고 발신자의 명시성과 광고성이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식과 직결한다면, 광고 수용자의 명시성과 광고성은 메시지를 

파악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별도의 가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9. 명시성과 광고성이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4. 연구 문제 3의 결과 

 연구 문제 3을 통해 수용자가 인식하는 명시성과 광고성 수준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효과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가설 3-1, 

3-3으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의 명시성과 광고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수준이 광고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가설 3-2, 3-4에선 신

뢰도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분석 결과

B

(S.E)
t

유의

확률
R R² F

명시성

인식수준

광고 

가치

.216

(.051)
4.190 .000** .259 .067 17.554

신뢰도
.220

(.047)
4.703 .000** .288 .083 22.115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분석 결과 (N=523)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광고임을 

명시

광고 가치
1

.487 .487 1.121 .290

신뢰도 .649 .649 1.922 .166

광고성
광고 가치

1
.956 .956 2.200 .139

신뢰도 1.368 .1368 4.052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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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네이티브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10은 연구 문제 3의 세부 연구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서 언론사 스스로 광고 제작 주체임을 밝히고, 해당 

광고가 특정 광고주의 후원으로 게재되었으며, 광고 제작부서는 뉴스 제작/

편집부서와 분리 운영된다는 점을 수용자가 인식한 정도가 높을수록, 이들

의 광고 가치 평가와 광고에 대한 신뢰도 수준도 높아졌다(연구 가설 3-1 

& 3-2). 반면 광고성은 수용자의 광고 가치 평가와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가설 3-3 & 3-4). 이러한 배경에

는 요인 간 상쇄 효과가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광고 가치 

결정 요인으로 지목된 광고의 정보성과 오락성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수

용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부정적 요인인 광고성의 영향력은 감

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워딘스키(Wojdynski, 2016)의 해석-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를 향한 부정적 평가를 상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콘텐츠 정보의 질과 재미를 강조-과도 조응한다. 실제로 본 연

구에서 수용자가 네이티브 광고의 정보성과 오락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광고 

가치와 신뢰도가 모두 상승한다는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분석 결과

B

(S.E)
t

유의

확률
R R² F

정보성

광고

가치

.666

(.034)
19.676 .000* .653 .426 387.152

신뢰도
.469

(.035)
7.562 .000** .506 .256 179.208

광고성

인식수준

광고 

가치

.037

(.048)
.763 .446 .049 .002 .082

신뢰도
-.038

(.044)
-.868 .386 .056 .003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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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네이티브 광고의 정보성, 오락성에 따른 광고 가치 평가와 신뢰도

 한편 선행 연구에서 온라인 광고 가치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광고의 방해성은 네이티브 광고 가치 평가에서도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해성은 수용자의 신뢰도 수준과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기만성과 신뢰도 수준과의 관계 역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기만성과 광고 가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상쇄 효과의 크기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5. 추가 논의      

        1) 연구 모형의 수정 

 광고 수용자 효과 변인으로써 네이티브 광고 가치 평가와 신뢰도 수준의 

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앞선 연구 문제에서 명시성 변인의 종속 변인으로 

상정한 광고 가치와 신뢰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 결과, 광고 

가치 평가가 높아질수록 신뢰도 수준 또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수용자의 광고 가치 평가와 신뢰도 간 관계

오락성

광고

가치

.569

(.028)
15.697 .000** .662 .438 405.426

신뢰도
.357

(.031)
11.682 .000** .456 .208 136.459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분석 결과

B

(S.E)
t

유의

확률
R R² F

광고 

가치
신뢰도

.572

(.031)
18.443 .000** .628 .395 3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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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구 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 결과가 제안한 광

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보성/오락성/방해성)이 수용자 신뢰도와도 

유의미한 관계 양상을 보이는지, 새로운 광고 형태인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가치에도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했다. 정보성과 오락성, 방해성은 온라인 네이

티브 광고 가치와 수용자 신뢰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림 6과 같은 수정 모형을 도출했다.

그림 6. 네이티브 광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모형

      2)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 전반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응답자들은 언론사의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제작이 활성화 될 때 광고주의 

영향력이 언론사의 뉴스 기사 작성에까지 미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평균: 3.79/ 표준편차: .814). 특히 광고를 뉴스 기사로 오인한 경우, 언론

사가 광고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오인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

식했는데, 이는 광고성이 높은 메시지를 접한 응답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또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로 인한 수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4.9% (375/835: 복수

응답 가능)는 언론사라 응답(2위: 광고주, 3위: 광고 감독 기관, 4위: 광고 

수용자)했는데, 언론사가 광고 제작 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순위 변화는 없

었다(42.9%: 180/421). 이는 언론사의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제작에 있어

서 명시성은 높이고, 광고성은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명시성

오락성정보성

네이티브 광고 가치

방해성

신뢰도

기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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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가치 차원에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는 수용자로 하여금 기존 온라

인 광고 형태(배너 광고/검색 광고)와 비교해 뚜렷한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

고 있었다. 네이티브 광고가 온라인 배너광고나 검색광고에 비해 유용한지, 

흥미를 더 유발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내렸다

(유용하다- 평균: 2.99/표준 편차: .854, 흥미를 유발한다- 평균: 2.99/표

준 편차: .930). 그런데 언론사가 제작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를 본 수용

자보다 기업에서 만든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를 접한 수용자의 평균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13). 

  표 13. 광고 형태에 따른 수용자의 광고 가치 인식 차이

 

 각각의 메시지가 광고 내용은 통제가 된 상태로 제작 주체만 다르게 표시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언론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수용자의 기대

가 다르다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적 이익의 추구와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수용자는 언론사에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성을 기대한다. 따라서 언론사의 영리 활동, 그 중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뉴스 기사를 차용한 네이티브 광고에 대

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네이

티브 광고가 비교적 새로운 광고 형태라는 점에서 수용자들이 느낀 생소함

이 기존 광고와의 비교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온라인 

광고보다 유용하다

기존의 온라인 

광고보다 흥미롭다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언론사 네이티브 

광고 수용자

2.88

(.898)
-2.736 .006**

2.89

(.954)
-2.365 .018*

기업 네이티브 

광고 수용자

3.09

(.799)

3.08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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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네이티브 광고를 기사로 오인한 사람들이 오인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

해, 광고 제작 주체를 향한 거부감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이는 광고 메시지로부터 기만 당했다고 느끼는 수용자가 광고의 대상과 광

고주 모두를 향해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앞선 연구 결과들과 달랐는데, 이는 

여기에 네이티브 광고의 명시성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광고 제작 주체

와 후원 게재 사실 등을 명시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수용자가, 오인

의 책임을 전적으로 광고 메시지에만 돌리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가 야기할 수 있는 수용자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

려면 광고의 명시성을, 오인 이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할 필요가 

있다.

표 14. 오인 여부에 따른 광고 제작 주체를 향한 거부감

광고 제작 주체를 향한 거부감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광고를 뉴스 기사로 

오인한 수용자

3.03

(.851)

2.039 .043*

뉴스 기사로 오인하지 

않은 수용자

3.24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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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의 수용자 효과(광고 가치와 신뢰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명시성/광고성)에 관한 분석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요인이 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광고 수용자에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가

운데 절반 이상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를 뉴스 기사로 오인했다(52.9%). 

특히 광고라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때, 광고 내용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브랜드에 관한 언급 비중이 낮을 때 오인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수용자로 하여금 제3

자 보증 효과와 같은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메시지 발신자의 전

략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수용자는 광고가 광고임을 밝혔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이 얼마나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 또한 판단

하기 때문에, 명시 여부 자체만으로는 오인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가 도출되지 않았다. 반면 광고성의 경우 수용자 오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확인했다.

  네이티브 광고 내용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브랜드를 언급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수용자의 신뢰도 수준은 높아졌지만, 광고임을 밝히는 명시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광고 제작 단계에서 네이티브 광고의 명시성을 드러냈음

에도 수용자의 광고 가치나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 가

운데 하나로 광고임을 명시한 표현을 인식했지만, 수용자에게 충분한 방식

으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설명은 연구 문

제 3의 결과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데, 수용자가 광고의 명시성을 뚜렷

하게 인식할수록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 가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방향

으로 이루어졌다. 즉 명시성은 광고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한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반면 광고성은 광고 가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엔 광고성이 지닌 부정적 영향력과 그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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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명시성/정보성/오락성) 사이에 상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가 광고임을 분명하게 고지한 상태로 수용자에게 

제시하는 편이 광고 효과 제고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유효하다.

 네이티브 광고의 신뢰도는 수용자가 인식한 명시성 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

었다. 수용자는 명시성을 통해 광고의 진실성은 물론, 광고 집행 주체의 정

직성까지 판단한다.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뉴스 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시됨으로써 수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해당 콘

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여기에 비상업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콘텐츠

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언론사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지면, 그 하락폭은 

커진다. 물론 네이티브 광고가 광고임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수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수신한 메시지를 최대한 간편하

게 처리하려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적 특성 때문이다(Fiske & 

Taylor, 1991). 이로 인해 수용자는 명시성이 분명하지 않은 네이티브 광고

를 뉴스 기사로 받아들이기 쉽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네이티브 광고뿐만 

아니라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 전체에 대한 신뢰 악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명시성을 충분히 드러낸 네이티브 광고일 경우, 수용자는 오인의 책임을 광

고 제작 주체에게만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의 크기도 상쇄된다. 

결국 광고의 명시성은 수용자 오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과 맞물려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먼저 실험을 설계하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단계에서의 한계다. 

네이티브 광고가 개별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와 최대한 어울리는 방식으로 

집행됨을 감안할 때, 실험 참가자들에게 광고물을 노출시키는 과정은 실제

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를 접하게 되는 상황에 비해 직접적이다. 또한 연

구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외국의 광고물을 바탕으로 실험 광고물을 제작하

면서, 국내의 네이티브 광고 특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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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본 연구는 네이티브 광고와 기존의 온라인 광고를 비교하지 않

았다. 아직까지 네이티브 광고가 이전 광고 형태에 비해 효과 차원에서 뚜

렷한 성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홍문기, 2017) 

네이티브 광고 자체의 특성에 집중한 선택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여전히 

요구 받는다. 연구에서 제시한 명시성과 광고성 요인에 따른 네이티브 광고 

효과가 다른 광고 형태와의 비교에서도 유의미한지 확인했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성도 제고되었을 것이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속 변인인 광고 가치와 신뢰도 사이의 

관계와 독립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다루어졌다. 통계 

검증 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변수 간 관계 규명에 유용한 구조방정식 모

형을 활용했을 때 분석의 유효성이 개선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수용자

의 오인에 따른 광고 가치 평가와 신뢰도 변화 관계에 관한 논의를 연구자 

자신의 후속 과제로 남겨 둔 점 역시 ‘탐색적 연구’의 한계로만 넘기기엔 

부족한 지점이다.

 이상의 내용과 연구자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잠재적 문제에도 불구, 

나름의 연구 의의를 찾고자 한다. 우선 기존 기사 형 광고에서 수용자 기만

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언급된 뉴스 기사 형태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광고임을 다양한 차원으로 밝히는 명시성 개념을 제안하고, 통계적으

로 검증했다는 점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광고 태도 결정 요인들

이 새로운 광고 포맷인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 네

이티브 광고 관련 후속 연구에 활용할 여지를 제공했다. 또한 수용자가 네

이티브 광고를 뉴스 기사로 오인하는 상황을 가설로 제시해 실증 분석까지 

연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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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광고와 뉴스 기사를 구분해 온 저널리즘 원칙이 

언론사 자신으로부터 흔들리는 최근 언론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함으로써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는 해당 콘텐

츠가 광고임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논란을 비껴가고자 한다. 그런데 광고 수

익이 언론사의 뉴스 부서 구성원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An & Bergen, 2007), 이들이 본격적으로 네이티브 광고 제작에 투입된다

면 저널리즘 가치를 어떻게 보전해 갈지 제안한 설명은 아직 부족하다. 어

렵지 않게 짐작 가능한 명제는, 언론사 조직 내 광고 전담 부서와 뉴스 제

작 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이를 광고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저널리즘 가치가 

보장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네이티브 광고 제작을 순간의 일탈이 아닌 전도

유망한 수익원으로 여기는 언론사가 늘어날수록, ‘무엇’이 네이티브 광고 효

과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뉴스 기사와의 부정적 상호 침투를 막을지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광고 시장의 중립적 규제자인 커뮤니케이션 정책 전문가의 역

할도 강조될 것이다.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는 규정이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부터, 기존의 미디어 

광고에 관한 분류 체계와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까지 전부 가

볍지 않은 사안이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연구자의 다음 과제로 남기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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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실험 광고물 

        1)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 (광고임을 명시 - 광고성 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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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 (광고임을 명시 - 광고성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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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 (광고임을 명시X - 광고성 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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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 (광고임을 명시X - 광고성 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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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반 기업 제작 네이티브 광고 (광고임을 명시 - 광고성 低)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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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반 기업 제작 네이티브 광고 (광고임을 명시 - 광고성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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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88 -

                             

                           --4--

                            --5--



- 89 -

    7) 일반 기업 제작 네이티브 광고 (광고임을 명시X - 광고성 低)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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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반 기업 제작 네이티브 광고 (광고임을 명시X - 광고성 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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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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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수 측정용 설문지

      1)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 用
 본 설문은 온라인 뉴스 기사와 광고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

해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따로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고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규범에 따라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되

며, 학술적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

변을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지에서 뉴스 기사란 개별 언론사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 

  기사와, 데스크탑/노트북/태블릿PC/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다음 등)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트위터 등)

  에서 접하는 기사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 본 설문지에서 네이티브 광고란 일반 기업 또는 언론사가, 뉴스 

  기사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광고물을 제작하여, 언론사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트위터 등) 상에 게재하는 심층

  기획 기사 형 광고를 의미합니다.

 A-Q1. 귀하께서 화면으로 접하신 내용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뉴스 기사 (①번 선택 시, A-Q1-1로 이동)

         ② 광고      (②번 선택 시, A-Q1-2로 이동)

        A-Q1-1. 귀하께서 앞선 내용을 뉴스 기사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영역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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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1-2. 귀하께서 앞선 내용을 광고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용배치나 편집방식이 평소에 

  봐왔던 언론 기사의 형태와 

  비슷했다.
2) 제시된 주제와 관련해, 전문적

  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었다.

3) 제목이나 글씨체가 광고보다는

  기사 같았다.

4)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업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5) 전체적으로 내용이 풍부했다.

그렇다 아니다

1) 언론사가 제작한 광고라고 명시된 문구를 봤다.

2)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후원을 받아 

   게재되었다는 문구를 봤다.

3) 본 콘텐츠는 언론사의 뉴스 제작/편집부서와 

  관계가 없다는 문구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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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1-3. 귀하께서 앞선 내용을 광고라고 생각하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A-Q2. 다음은 귀하께서 화면으로 접하신 콘텐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장에 대해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문 내용에 특정 회사의 

  브랜드나 서비스, 상품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2) 언론사가 제작한 광고임을 

  표시한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3)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후원을 

받아 게재되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4)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업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

  보였다.

5) 본 콘텐츠는 언론사의 뉴스 

  제작/편집 부서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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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제시된 내용이 시의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2) 설명글 이외에 다양한 

  시각자료(그래프/그림)가

  많아 인상적이다.

3)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나치게 길다.

4) 제시된 내용에서 전문적

  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었다.

5) 보는 동안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다.

6) 핵심 정보 이외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 보기

  불편했다.

7) 내용이 전체적으로 

  풍부했다.

8) 전체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9) 설명글과 함께 제시된

  그림이나 표가 내용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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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3. 다음은 귀하께서 화면으로 접하신 콘텐츠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장에 대해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2) 화면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3)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둘만할 정보를 

  담고 있다.

4)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5)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6)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대체로 믿을만한 정보와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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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귀하께서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 접하신 광고는 언론사가 기업이나 

  특정 단체와의 광고계약을 통해 언론사 내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광고를 제작하여 게재하는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를 

  보시면서 생각한 점이나, 느낌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래의 글상자를 충분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기술의 발달은 매체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

시키는 중입니다. 페이스 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와 

아프리카 티비로 대표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신문과 TV로 

대표되는 전통 매체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통 

매체가 가졌던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주목 역시 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광고수익도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들 또한 광고에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기피하려는 성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 매체, 그 중에서도 신문사를 중심으로 언론사의 기획 기사 

형식으로 만드는 광고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사형식의 광고,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해 광범위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는 심층 기획 기사 형 광고의 경우, 언론사 내 광고 전담부서에서 뉴스 

기사나 칼럼과 같이 하나의 콘텐츠로 제작합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광고를 

대하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가 직접 광고 제작을 맡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온 언론의 독립성이나 환경 감시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국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소비자 개인 차원의 피해는 물론, 언론사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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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1. 귀하께서 지금까지 화면으로 접하신 <               >는 

      언론사가 제작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다음은 해당 

      광고를 대하시면서 들었던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장에 대해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방금 내가 본 광고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2) 방금 내가 본 광고에, 주요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3) 광고인지 기사인지 혼란스러웠다.

4) 일반 기업이 아닌 언론사에서 제작한

  광고라서 광고 내용에 믿음이 갔다.

5) 방금 내가 본 광고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6) 일반 기업이 아닌 언론사가 광고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았다.

7)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둘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8)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9) 기존에 봐왔던 광고와 다른 것 같아서,

   광고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10)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대체로 

   믿을만한 정보와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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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1.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가 언론사 내부 

      광고 전담부서에서 제작이 활성화 된다면, 뉴스 기사 작성까지

      광고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Q2. 귀하께서 화면으로 접하신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광고를 후원한 기업 혹은 조직     

       ② 광고를 본 독자   

       ③ 광고를 제작/배포한 언론사    

       ④ 광고를 사후적으로 감시하는 단체 혹은 정부기관    

       ⑤ 기타 (           )       

C-Q3. 귀하께서는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가 기존의 온라인 광고 (배너광고/ 검색광고*) 방식보다 

      사람들에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너광고란, 인터넷 사이트의 화면 속 특정 위치에 도형이나 띠 형태로 

  보이는 광고입니다.

* 검색광고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의 

  결과로 보이는 광고입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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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4. 귀하께서는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가 기존의 온라인 광고 (배너광고/ 검색광고) 보다 

      사람들에게 더 흥미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Q5. 귀하께서는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가 기존의 온라인 광고 (배너광고/ 검색광고) 보다 

       사람들에게 더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C-Q6. 귀하께서는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언론사 제작 네이티브 

       광고가 해당 광고를 제작한 언론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D. 인구통계학적 속성에 관한 질문 (모든 집단 공통)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성    ② 여 성

   D-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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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③ 대학원(석사 과정) 이상 

 D-Q4-1. 귀하께서는 아래 제시된 매체 가운데 어떤 매체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계십니까?

        ① 종이신문 (무료신문 포함) 

        ② 고정형 인터넷 (데스크톱 PC, 노트북 등 고정형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

        ③ 이동형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이동형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앱)

 D-Q4-2. Q4-1에서 답하신 매체로, 언론 기사를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D-Q5. 온라인(고정형/이동형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통칭) 

       상에서 귀하께서는 어떤 경로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계십니까?

       ① 언론사 닷컴 뉴스

          (기존 언론사의 홈페이지 혹은 전용 어플리케이션) 

       ②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네이버/다음/네이트 등)

       ③ 소셜 미디어(페이스북/트위터 등)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 뉴스 

       ④ 기타       (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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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 기업 제작 네이티브 광고 用
본 설문은 온라인 뉴스 기사와 광고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따로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생

각하고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규범에 따라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되

며, 학술적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

변을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지에서 뉴스 기사란 개별 언론사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 

  기사와, 데스크탑/노트북/태블릿PC/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다음 등)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트위터 등)

  에서 접하는 기사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 본 설문지에서 네이티브 광고란 일반 기업 또는 언론사가, 뉴스 

  기사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광고물을 제작하여, 언론사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트위터 등) 상에 게재하는 심층

  기획 기사 형 광고를 의미합니다.

 a-Q1. 귀하께서 화면으로 접하신 내용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뉴스 기사 (①번 선택 시, A-Q1-1로 이동)

         ② 광고      (②번 선택 시, A-Q1-2로 이동)

        a-Q1-1. 귀하께서 앞선 내용을 뉴스 기사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영역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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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1-2. 귀하께서 앞선 내용을 광고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용배치나 편집방식이 평소에 

  봐왔던 언론 기사의 형태와 

  비슷했다.
2) 제시된 주제와 관련해, 전문적

  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었다.

3) 제목이나 글씨체가 광고보다는

  기사 같았다.

4)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업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5) 전체적으로 내용이 풍부했다.

그렇다 아니다

1) 특정 기업이 제작한 광고라고 명시된 문구를 봤다

2) 이 콘텐츠는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후원으로 

  게재 되었다고 명시된 문구를 봤다.

3) 본 콘텐츠는 이것을 게재한 언론사의 뉴스 제작/

  편집부서와 관계가 없다고 명시된 문구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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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1-3. 귀하께서 앞선 내용을 광고라고 생각하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a-Q2. 다음은 귀하께서 화면으로 접하신 콘텐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장에 대해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문 내용에 특정 회사의 

  브랜드나 서비스, 상품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2) 특정 기업에서 제작한 광고임을

  표시한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3)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후원으로 게재되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4)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업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

  보였다.

5) 본 콘텐츠는 이것을 게재한 

  언론사의 뉴스 제작/편집부서

  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보기 쉽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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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제시된 내용이 시의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2) 설명글 이외에 다양한 

  시각자료(그래프/그림)가

  많아 인상적이다.

3)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나치게 길다.

4) 제시된 내용에서 전문적

  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었다.

5) 보는 동안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다.

6) 핵심 정보 이외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 보기

  불편했다.

7) 내용이 전체적으로 

  풍부했다.

8) 전체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9) 설명글과 함께 제시된

  그림이나 표가 내용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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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3. 다음은 귀하께서 화면으로 접하신 콘텐츠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장에 대해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2) 화면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3)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둘만할 정보를 

  담고 있다.

4)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5)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6) 화면에서 제시된 내용은 

  대체로 믿을만한 정보와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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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귀하께서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 접하신 광고는, 기업이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브랜드 이미지 등을 특정 웹사이트나 

  미디어 자체의 특성에 맞게 제작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를 보시면서 생각한 점이나, 느낌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래의 글상자를 충분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기술의 발달은 매체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

시키는 중입니다. 페이스 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와 

아프리카 티비로 대표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신문과 TV로 

대표되는 전통 매체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통 

매체가 가졌던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주목 역시 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광고 효과도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들 또한 광고에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기피하려는 성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기업이 제작하는 새로운 광고 형태가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특히 언론사 웹 사이트나 온라인 미디어와 같은 뉴스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반적인 기사와 유사한 형태로 노출되는 스타일의 광고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광고가 게재되는 미디어

의 주요 콘텐츠 (예를 들어 신문에서의 기사, TV에서의 방송 프로그램)와의 

차별성은 희석시키고, 광고 본연의 가치는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인 

광고 수용을 꾀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사 형식의 

광고,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해 광범위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는 심층 기획 

기사 형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독자들이 광고를 대하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온 뉴스의 공정성과 언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국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소비자 개인 차원의 피해는 

물론, 언론사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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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1. 귀하께서 지금까지 화면으로 접하신 <        >는 광고 내용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제작한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다음은 해당 광고를 대하시면서 들었던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장에 대해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방금 내가 본 광고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2) 방금 내가 본 광고에, 주요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3) 광고인지 기사인지 혼란스러웠다.

4) 기업에서 제작한 광고라서 광고 

  내용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5) 방금 내가 본 광고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6) 광고를 언론사의 뉴스 기사처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았다.

7)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둘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8)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9) 기존에 봐왔던 광고와 다른 것 같아서,

   광고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10) 방금 내가 본 광고는 대체로 

   믿을만한 정보와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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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1.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온라인 네이티브 광고가 일반 기업이

       아닌 언론사 내부 광고 전담부서에서 제작이 활성화 된다면,

       뉴스 기사 작성까지 광고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Q2. 귀하께서 화면으로 접하신 네이티브 광고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광고를 후원한 기업 혹은 조직     

       ② 광고를 본 독자   

       ③ 광고를 제작/배포한 언론사    

       ④ 광고를 사후적으로 감시하는 단체 혹은 정부기관    

       ⑤ 기타 (           )       

c-Q3. 귀하께서는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네이티브 광고가 기존의 

      온라인 광고 (배너광고/ 검색광고*) 방식보다 사람들에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너광고란, 인터넷 사이트의 화면 속 특정 위치에 도형이나 띠 형태로 

  보이는 광고입니다.

* 검색광고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의 

  결과로 보이는 광고입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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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4. 귀하께서는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네이티브 광고가 기존의 

      온라인 광고 (배너광고/ 검색광고) 보다 사람들에게 더 흥미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Q5. 귀하께서는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네이티브 광고가 기존의 

      온라인 광고 (배너광고/ 검색광고) 보다 사람들에게 더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c-Q6. 귀하께서는 앞서 화면으로 접하신 네이티브 광고가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릴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d. 인구통계학적 속성에 관한 질문 (모든 집단 공통)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성    ② 여 성

   d-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11 -

  d-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③ 대학원(석사 과정) 이상 

  d-Q4-1. 귀하께서는 아래 제시된 매체 가운데 어떤 매체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계십니까?

         ① 종이신문 (무료신문 포함) 

         ② 고정형 인터넷 (데스크톱 PC, 노트북 등 고정형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

         ③ 이동형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이동형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앱)

  d-Q4-2. Q4-1에서 답하신 매체로, 언론 기사를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d-Q5. 온라인(고정형/이동형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통칭) 

       상에서 귀하께서는 어떤 경로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계십니까?

       ① 언론사 닷컴 뉴스

          (기존 언론사의 홈페이지 혹은 전용 어플리케이션) 

       ②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네이버/다음/네이트 등)

       ③ 소셜 미디어(페이스북/트위터 등)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 뉴스 

       ④ 기타       (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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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edibility on Online Native Advertising Users

An Exploratory Study Focusing on 

the Explicitness of Advertisement

Hyunchul Kang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 concept of explicitness that transparently reveals 

that the content is advertising by the advertising agency itself, as a way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online native ad users. Native advertising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for media companies because the paid news  

strategy is regarded as a temporary failure. This is because media 

companies already have considerable competitiveness in the production 

of contents and the production of articles in the form of articles with 

high-quality information. However, the use of news articles in the form 

of native advertisements is bound to have a certain level of deception, 

which can interfere with the challenges of keeping the value of 

journalism as a social organization. When the direction of native 

advertising is confined to the same management viewpoint as the 

advertiser, there is a great risk that the deterioration of the audience 

and the loss of the profit structure will suffer at the same time.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desirable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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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d by individual media organizations and how to secure 

confidence in ad receivers.

 Native advertising is characterized by a communication message that 

matches the media platform and the main content within that platform. 

This study defines the native advertisement produced by the media 

company as the deeply planned article type advertisement created by the 

media with the same mechanism as the journalism article writing 

through the direct advertising contract with the advertisers. Native 

advertising is presented in a way that matches the media 's online news 

page design. This process obscures the distinction between news articles 

that appear on the webpage and causes the audience to misunderstand 

the intentions intended by the sender. It is clear that the key condition 

for lowering the deceptive nature of native ads and developing the 

merits of advertising forms is the explicitness that "this advertisement is 

the advertisement". 

 In the online native ads of the press, the explicitness consists of 

specifying the subject of the production, clarifying the sponsorship or 

sponsorship, and separating the advertising production department and 

the news production department in the media organization. It is also a 

feature currently found in the New York Times native a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1) identify a media company as a production subject 

differentiated from a general company, (2) notice that it is produced by 

sponsorship or sponsorship of a specific company, (3) declare that the 

native ads have no effect on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news production department. In terms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explicitness is beneficial in deriving audience favorable attitude toward 

native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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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roblems and hypotheses were verified through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experiment.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online on 523 adults in a stratified sampling method 

reflect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mistakenly recognized native ads as news articles. Especially, when the 

advertisement was not presented in various ways, or when the 

proportion of references to a specific product or service in advertising 

was low, the error rate was higher than the overall average. In the case 

of commerciality and deceptiveness, it is confirmed that they are the 

factors affecting the audience misconception. Also, as the audience 

perceives the explicitness of advertising, the evaluation of online native 

ad value is positive. In other words, explicitness can be interpreted as a 

measure of the quality of the native advertising. Therefore, it would be 

advantageous to advertise online native ads to the audience with a clear 

notice of the fact that this message is the advertisement. The credibility 

of online native ads was influenced by the explicitness and deceptiveness 

which audiences perceived. The native ad users judge not only the 

authenticity of the advertisement but also the honesty of the advertisers 

through those factors. In the case of native-made advertising, it is 

confusing to the audience by being presented in a manner similar to 

news articles. In this process, the credibility of the native advertising 

decreases, and at the same time, if the content that is expected to be 

non-commercial is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it also increases the 

deterioration.

 In order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native advertising this 

study proposed the concept of explicitness that reveals the advertisement 

as various dimensions and statistically verified the resear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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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the concept.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determinants 

of the attitude of the advertisement presented in the previous research 

are applicable to the online native advertisement, which is a new 

advertisement format.

key words : native advertising, the press, journalism, deceptiveness, 

           explicitness, advertising value,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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