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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

김 지 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스포츠 경기장에서 A보드 광고는 스포츠 스폰서십의 대표적인 유형으

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 경기장을 찾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계를 통해 시

청하고 있는 스포츠 시청자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구매

의도에도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경기 양상에 따른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는 실험 기계를 부착하

고 실험 자극물 영상을 시청하였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 측정은 Biopac

사의 MP-160 기계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데이터는 AcqKnowledge

5.0을 통해 수집하였다. 실험 자극물 영상은 브랜드와 경기에 대한 관여

도를 낮추기 위해 NCAA 남자 농구 경기를 선정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대학원생 총 24명이며 영상 시청 후 설문을 통해 즐거움, 명시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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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친숙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통해 기술통

계, 반복측정 ANOVA,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양상에 따라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차이를 보인다

둘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즐거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경기가 높은 경기에 비해 A보드

광고에 재언 기억은 높다.

넷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언 기억에 영향

을 미친다.

주요어: EDA, 각성, 즐거움, A보드 광고, 명시적 기억

학 번: 2018-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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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스포츠는 국민에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들에는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스포츠를 통해

서 기업 이미지, 브랜드 자산,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스폰서십에는 메가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를 후원한 기업들의 재무

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면 후원 기간 당시 매출액이 증가하였

고, 그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서 긍정적인 수치 변화가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민철, 2014).

스포츠 중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광고를 접하고 있다. 이 또한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LG전자는 프랑스리

그 올림피크리옹과 스폰서 계약하였고 이 결과 2년간 약 2,000만 유로의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광고는 전통적인 매체 광고와는 달

리 독특한 노출로 소비자에게 광고 수용성을 높이고 광고하는 기업의 공

익 추구를 부각시킬 수 있어 기업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점을 가

지고 있다(Javalgi et al, 1994). 중계에서 유니폼에 있는 브랜드 광고 이

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A보드 광고이다. A보드 광고는 스포

츠 스폰서 활동 중 효과적인 광고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알려졌다(Branvold, 1992; Mullin, Hardy &

Sutton, 2000).

A보드 광고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단순히 노출을 바탕으로 그 효

과를 측정하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A보드 광고의 특성상 경기 시청

도중에 시청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광고 기억

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광고효과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다시 말해, A보드 광고기법은 전통적인 광고 형식과는 다르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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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상업적 의도를 보이지 않고 중계화면에 반복적이고 간접적으로 노

출하면서 소비자에게 잠재적 광고효과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

에 A보드 광고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

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A보드의 광고효과를 단순히 명시적 기억

의 차원에서 고려했기 때문이다. A보드의 광고효과는 의식하지 못한 상

태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선호도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Zajonc

& Markus, 1982)처럼 A보드의 광고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대안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의식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사

람에게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암묵적 기억을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A보드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선 소비자의 감

정의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는 합리적이고 논리

적 판단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에 있어서 정

서적인 동기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안광호 & 이학식

& 하영원, 2010).

스포츠 시청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A보드 광고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진행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Pham(1991)의 스폰서

십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각성(arousal)은 스폰서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쾌한 기분은 스폰서십 기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football을 시청할 때 유쾌한 경험이 스폰서십 광고

기억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velchat, Antil &

Munch, 1998). 결국,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각성을 기반한 정서들은 광

고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각성(arousal)과 기억(memory)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각성 효과가 높

을수록 기억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

었다(Maljkovic & Martini, 2005; Ochsner, 2000). Kensinger(2006; 2011)

는 부정적 각성을 유발하는 정보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정보보다 기

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각성이 기억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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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에 대한 검증에서도 감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긍정적인 감정이 기억에 대한

축적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부정적인 감정(각성)에 대해서는 축적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ljkovic & Martini, 2005). 따라

서 각성 정도가 높을수록 기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자기 보고식(self-report) 설문에

의존되어 진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보고식 설문은 실제 자극의 경

험과 응답 사이의 시간차,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Groeppel-Klein & Baun, 2001; Potter & Bolls, 2012). 이러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는 실험 장비를 활용하여 생체 심리학적 측정을 통

해 각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생체 심리학적 측정은 자국에 대한 감정반

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다. 이는 경기 시

청에 몰입하여 본인이 느끼지 못한 각성이나 미세한 각성의 차이에 대해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기존 연구와 비교해 더 정확한 각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성의 정도를 생체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피부 전기활동(electrodermal-activity: EDA)을 통해 피부 전도 반응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을 토대로 사람의 각성 수준과 즐거움이 광고 기억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어 사람의 감정이 광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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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스폰서십이 기업들이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

지만, 오늘날 스폰서십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명확한 계획 없

이 스폰서십을 난립하면서 스폰서십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회의

적인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포츠 스폰서십의 효과는 스포츠

팀이나 이벤트와 기업의 제휴를 통한 관계(relationship)를 바탕으로 기업

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

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Wilkinsons, 1993).

대부분의 스포츠 스폰서십 연구는 기존의 광고효과와 마찬가지로 노

출 빈도, 시간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또는 제품 구매 의도 향상과 같은

양적 변인에 집중되고 있다(Halling & Hansen, 2001). 하지만 스포츠 스

폰서십은 일반 광고와는 다르게 스포츠 경기의 감정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 양상에 따라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광고 인지 및 브랜드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스포츠가 시청자에게 만족, 실망,

놀라움, 긴장 등 다양한 감정을 끌어내기도 하고(Bal, Quester & Plewa,

2009) 경기 상황에 따라 A보드 광고가 주변으로 처리되어 미치는 영향

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 시청에서 시청자들의 감정을 고려한 광고효과 연

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언급했듯 각성은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고, 긍정적인 감정은 스폰서십 인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

다(Pham, 1992).

이에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봄으로

써 스포츠 시청자가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발생하는 각성이 스

포츠 스폰서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5 -

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중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 양상을 바탕

으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를 기억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각성이 경기 양

상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실험 기계를 통해 살펴보고 이후 설문을 통해

즐거움을 파악하여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양상에 따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

다.

둘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의 차이가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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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소비자 감정반응

감정을 표현하는 개념으로는 affect, emotion, mood 등이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이 개념들을 혼용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Cohen과 Areni(1991) 연구에 따르면 affective를

emotion과 mood보다 상위개념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들은 이를 ‘valenced feeling state’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affect와 emotion을 비슷한 개념으로 바

라보았다(Burke & Edell, 1989; Edell & Burke, 1987). 이들의 연구에서

는 mood는 감정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더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생각하

였고, 감정은 느끼게 하는 대상이나 준거집단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소비자 행동에 있어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소

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 소비자의 감

정적 측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비과정에 있어 감정이 소비

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Hirschman &

Holbrook, 1982; 곽원일, 최원일, 2002; 김문섭, 김동태, 김재일, 2006).

Zajonc(1982)는 생각과 감정을 각각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보고,

감정반응이 인지적 처리 과정 없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먼저 생성

된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쳐 자극에 대한 태도, 선호 등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Hirschman and Holbrook(1982)의 논의를 시

작으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감정이 소비과정의 주요 동기로써 작용하는

쾌락적 소비(hedonic consumption)의 개념이 중요해 지면서 다양한 소비

맥락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감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감정

적 반응이 소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긍

정적 감정은 마케팅 자극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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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Dube, Cervellon, & Han, 2003; Mano, 1997; 최선형, 1993) 인지적

처리 및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Bagozzi, Gopinath, & Nyer, 1999;

Gardner, 1985; 최낙환, 2011), 모든 소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affect와 emotion을 같은 개

념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즐거움과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무드점화이론(Mood Congruent Priming Theory)

무드점화이론은 사람들이 특정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개

별 무드가 영향을 준다고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는 정보 처리적 접근 방

법(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중 태도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무드점화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판단한 정보를 부호화,

해석(Bower, 1981), 인출할 때(Isen et al., 1978) 사람들의 무드 상태와

일치하는 기억이나 개념들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 사람들이 무드와 일

치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즉, 무드와 일치하는 개념들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 그 개념에 접근 가능성을 증가시키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무

드와 일치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지니게

되는 이유는 마음속에 가장 빠르고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판단에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Tversky & Kahneman, 1973). 따라서, 긍

정적인 무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점화(priming) 단서로

작용하여 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어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무드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만든다(김자경, 2000).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많은 대상이나 상황에 다양한 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는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스

포츠를 시청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스포츠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무드가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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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같은 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점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

츠 경기를 시청하는 중 A보드 광고를 보았을 때 경기가 긍정적인 무드

를 만들어준다면 긍정적인 기억을 생각할 것이고 부정적인 무드를 만든

다면 부정적인 기억을 생각할 것이다. 이는 다시 광고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ldberg & Gorn, 1987). Mathur와 Chattopadhyay(1991)

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프로그램과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보여준 집

단을 비교하였을 때,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본 집단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성 전이 이론(Arousal Transfer Theory)

Zillmann(1971)에 따르면 각성 전이 이론은 감정의 강도는

Schachter(1964)가 말한 각성 수준의 함수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성 전이 이론은 이전 자극에서부터 시작된 각성이 연장되어 다음 자극

의 각성과 합쳐지게 되고 이는 후속 자극에 더 큰 감정반응을 유발한다

고 하였다. 또한, Zillmann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자극이 크면 클수록 TV

프로그램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각성 전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후속 연구인 Zillmann, Mody, Cantor(1974)에 따르면 각성 수준이 높

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각성 수준이 낮은 영화를 본 사람들보다 다음 자

극에 더 큰 감정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실험에서는 이후 슬픈 영화를 보

여줬고 각성 수준이 높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더 슬프다고 느꼈다. 또한,

Cantor, Bryant, Zillmann(1974)에 따르면 각성 수준이 높은 메시지를 읽

은 집단이 각성이 낮은 메시지를 본 집단에 비해 그다음으로 읽은 농담

에 더 큰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각성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선 잔여 각성이 후속 자극

에 착오 귀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각성이 착오 귀인의 기제에 속한

것으로 시청자들이 생체적으로는 각성이 되었으나 인지를 하지 못했을

때만 각성 전이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Mattes & Cantor,

1982). 즉, 스포츠 경기가 유발하는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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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준에 따라 광고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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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즐거움과 각성

즐거움(pleasure)은 인간의 중요한 동기체계를 구성하는 정서 중 하나

로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ubé and Le Bel,

2003). 이러한 즐거움에 대해선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진화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즐거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감정이 환경적 단서와 행동 사이에 매개 요소로 즐거

움과 각성의 연구 전통을 따르고 있다(Chebat & Michon, 2003). 각성과

즐거움의 개념은 Mehrabian과 Russell(1974)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들의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모형화된 감정 차원(PAD:Pleasure–

Arousal-Dominance)이 나타난다. PAD 척도는 각 차원당 6개의 항목씩

총 18개의 항목으로 개발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즐거움(pleasure)

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좋음, 기쁨, 행복, 만족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고, 각성(arousal)은 흥분이나 자극, 활동적임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

하고, 마지막으로 지배(dominance)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통제를 받거

나 자유롭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강소라,전방지,김유정,김연정, 2007).

이 세 가지 중 지배는 사람의 인지가 전제돼야 하므로 감정반응을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Russell & Barrett, 1999). 이들은 지

배가 인지적 해석(cognitive interpritation)이 필요하므로 정서적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지배를 제외

한 두 가지 직각 양극성 차원(two orthogonal dimensions)이 광범위한

환경의 정서적 혹은 감정적 반응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

들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감정을 2차원 적으로 간결하고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 감정적 상태를 연구할 때 다양

하게 적용되고 있다(Russell & Pratt, 1980). 이에 감정 차원 중 각성과

즐거움만으로도 인감의 감정 측정이 가능하다(Jun, Cho & Kwon, 2008).

이에 Ryu와 Jang(2007)은 감정 상태의 차원을 3가지가 아닌 2가지(즐거

움, 각성)로 정의하였다.



- 11 -

각성과 즐거움은 이중 차원의 감정 요인으로(Dube, Chenat, & Morin,

1995; Mano & Oliver, 1993), 마케팅 분야에서는 각성이 즐거움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Babin & Attaway, 2000; Wakefield &

Baker, 1998). 만약에 시청한 경기가 즐겁게 느껴졌다면, 각성은 즐거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Bigne, Andreu & Gnoth, 2005).

이러한 즐거움과 각성이라는 감정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됐다(김계석, 2006).

이러한 즐거움은 기억과도 연관이 있다. 기언은 인지적 반응으로 기억

을 통해 개인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만든다(lhabano,

Selemogwe, Balogun & Ibrahim, 2013). 사람들은 즐거웠던 삶의 순간을

계속 간직하고자 해서 즐거운 기억에 더 집착하게 된다(Belk,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즐거움과 각성을 통해 피험자의 감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피험자가 인지하지 못한 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체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각성을 파악할 것이고 즐거움은 자기기입 설문으로 파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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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로 유발된 감정과 A보드 광고효과

(1) 스포츠로 유발된 감정과 광고효과

오늘날 올림픽을 제외한 스포츠 TV 중계는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

니폼부터 A보드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시청자에게 노출되고 있다.

Wakefield, Becker-Olsen(2007)은 스폰서 브랜드에 높은 수준의 시각적

주의를 하고 있으면 브랜드 회상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Vale et al.(2009)의 연구에서 노출이 스폰서 인지에 정(+)적 영향을 준

다고 하여 지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스폰서십과 광고에 관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스포츠 팬들이 경기를 관람할 때 A보드 광고나

선수들 유니폼에 부착된 브랜드 등을 처리하는데 팬들의 동기, 능력, 정

보 처리 기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Batra and Ray,

1986; Macinnis and Jaworski 1989).

또한, 스포츠 경기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TV 프로그램보다 시청자들의 각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Raney, 2003). 스포츠 시청자들은 각성 자극 전이의 결과로 선수들과

함께 흥분, 기쁨, 슬픔 등 다양한 감정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다

양한 감정에 관한 연구는 James-Lange의 이론이 발표한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그 뒤로 감정에 영향을 받는 스포츠 스폰서십 효과 등

그 분야가 확장되어 연구되기 시작되었다(김재휘, 이해양, 2003).

Pavelchak, Antil, Much(1988)에 연구에 따르면 슈퍼볼 광고 기억이

슈퍼볼에 참가하는 연고지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 참여한 연고지 지역 팬들의 각성은 다른 지역 팬들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광고 기억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회상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강도의 원리(intensity principle)에 따르면 정보 입력 단계에서 감정

강도가 다음 자극에 대한 회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Dut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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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ugo, 1975).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TV 프로그램과 다르게 경기 흐

름이나 맥락에 따라 분위기가 변하는 스포츠 경기 시청 시 더 큰 감정과

각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 시청

자들의 각성 수준은 경기 내에 노출되는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송송미, 2017).

(2) A보드 광고효과

기업들은 본인들의 브랜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기업 정보

와 이미지를 노출 시켜 기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고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결국, 광고효과(advertising effect)는 광고 소비

자가 광고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 감정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보

아 커뮤니케이션 효과라고 볼 수 있다(양걸 & 곽정현 & 전익기, 2005).

스포츠 내에서 이러한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A보드 광고이다. A보드 광고는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경기장에

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축구와 농구 그리고 배

구가 차례대로 프로화되면서 스포츠의 상업화는 가속화되었고, 이와 함

께 A보드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광고효과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

가하였다. A보드 광고는 경기장에 있으면서 관중들이 스포츠 시합을 보

면서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스포츠 중계가 보편화

되면서 A보드 광고는 경기장을 직접 찾은 관중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

계 시청자들에게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러

한 A보드 광고효과는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 의도에 매우 효과적

이었고, 기업들은 A보드 광고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양걸

& 곽정현 & 전인기, 2005).

A보드 광고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현대·기아 자

동차를 예로 들 수 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1999년 미국 여자 월드컵

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유일한 FIFA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FIFA 월드컵에 A보드 광고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이 중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총 56경기에서 154골 장면이 나왔는데 그중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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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자동차의 A보드 노출 빈도가 8차례씩 총 16차례로 총 20여 개의

공식 스폰서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4). 이에 현

대·기아차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공식 스폰서로 A보드 광고를

노출하였으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FIFA 스폰서 계약을 연장 체

결하였다. 이러한 노출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기업 선호도도 함께 상승시키는 효과를 누

릴 수 있었다.

이러한 A보드와 같은 스폰서십 효과는 기존에 미디어 노출 시간 측정

등 단순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왔다(Cornwell, 2008; Crompton, 2004), 이

후 스폰서십 효과를 소비자 중심으로 한 연구는 Cornwell, Weeks and

Roy(2005)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 중계는 다른

TV 프로그램과 달리 경기 흐름과 플레이의 위치에 따라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거나 전환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

고, 스포츠 경기 시청자들은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 짧은 노출의 경우 배

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단순 노출 시간이

나 빈도수로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송

송미, 2017).

A보드 광고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구매 의도 향상에도 효

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totlar, 1993). 스포츠 경기 시청자들에게

A보드는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나 이미지를 노출

시키지만, 스포츠 경기 시청자들은 A보드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내용, 선수, 플레이에 더 많은 관심을 주기 때문에 A

보드 광고는 기존 일반 광고와는 다른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해야 한

다(송송미, 2017).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PPL(Products In Placement)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PPL은 오늘날 TV

프로그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 형태 중 하나로 최근에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PPL 형태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김재휘, 이해양(2003)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주인공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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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PPL 광고 노출효과가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A보드

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보드 광고 역시 스포츠 시청자들에게 큰 인식이 되지 않아

공고 노출효과나 집중도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상업

적인 의도를 보이지 않고 무의식중에 브랜드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인식

시킨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김재휘, 이해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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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체 심리학적 지표를 통한 감정반응 측정

각성은 긴장 상태로 외부 자극으로 인해 뇌의 교감신경계가 흥분한

상태를 의미한다. 일정 수준의 각성은 긴장이 해소되면서 안도감, 성취감

등 긍정적인 감정으로 느껴줄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이 벗어나거나 너무

심한 긴장을 하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민성길, 2004).

각성은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에

의해 자극되는 전기 활성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교감신경은 척수

에서 시작하여 장기, 혈관, 땀샘 등 많은 곳에 분포하여 외부 자극으로부

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장주연, 2016). 감정적 자극과 관련된

흥분이 증가함에 따라 교감신경과 관계된 에크린한선(eccrine sweat

gland)에서 땀을 분비하며, 이 에크리한선은 온도변화에 반응하는 다른

땀샘과 달리 심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승조, 2008).

이러한 에크린한선은 손과 발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긴장

하거나 각성이 높아지면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에크린한선에서

땀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피부의 발한은 피부 전기활동(EDA, electrodermal activity)의 변화와

관련된다(Potter & Bolls, 2012; Tuch et al., 2009). 이에 앞서 언급했듯,

에크리한선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전극을 부착하여

피부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자극이나 반응에

대한 생체 심리학적 각성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Gangadharbatla,

Bradley, & Wise, 2013; Groeppel-Klein & Baun, 2001; Mandryk,

Inkpen, & Calvert, 2006; Somervuori & Ravaja, 2013).

현재 진행된 각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는 대부분 자기기입 설문 방식으

로 측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기기입 설문 방식은 피험자의 반응 경향성, 심

리적 압박, 실제 자극과 응답 사이의 시간차 등에 의해 편향될 수 있다

(Groeppel-Klein & Baun, 2001; Potter & Bolls, 2012). 이와 함께 각성과 같

은 감정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시훈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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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시적 기억 특징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종류는 각각 명시적 기억

(explicit memory)과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이다.

명시적 기억은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의 종류로 어떤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재인이나 회상으로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기억을 의미한다(Krishnan & Chakravatti, 1999). 암묵적 기억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회상 없이 비의도적으로 이뤄지

는 파지 현상(retention)을 의미한다(오인애, 2016).

이 중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명시적 기억의 특징을 살펴보면, 명시적

기억은 개념 주도적 처리(conceptually driven processing)방식에 의존하

여 정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은 의미적이고 개념적이다. 이러한 명시적

기억은 직접적 기억, 의도적 기억, 혹은 의식적 기억이라 불린다. 명시적

기억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정의하는 연구자들

도 있다(Hockenbury and Hockenbury, 2000). 명시적 기억을 측정할 때

검사자에게 학습 일화를 의도적으로 인출하도록 요구하여 측정하는 검사

를 진행한다. 이러한 검사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회상 검

사(recall test)와 재인 검사(recognition test)이다. 이 두 가지 검사를 통

해서 기억 정도의 정확률을 파악하는 것으로 명시적 기억을 측정하게 된

다(이정모 외, 1999).

회상 검사는 학습된 정보를 검사자가 스스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후 주어진 단서 없이 주관식으로 “앞서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대

로 모두 기록하십시오.”라고 물어보면 회상 검사가 되는 것이다. 반면,

재인 검사의 경우 학습 후 학습과 관련된 단서가 주어진 뒤 검사자가 스

스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식 & 백형조, 2004). 예를 들어 학습

한 뒤 객관식으로 “다음 중 앞서 학습한 내용이 많은 것을 고르시오.”와

같은 질문이 재인 검사로 해당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억과 관련된 광고효과 연구는 회상에 의한 명시적 기억으

로 진행되어왔다. 광고에 노출된 뒤 스스로 광고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



- 18 -

여 광고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에는 보조 회상, 비보조 회상, 자

유 회상이 있다. 보조 회상(aided recall)은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

서를 제공하여 회상을 유도하는 방법이고, 비보조 회상(unaided recall)은

단서를 전혀 주어지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다. 자유 회상(free recall)은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피험자의 기억에만 의지하여 회상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답은 어렵지만, 피험자 기억에 있는

정보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훈철, 2005).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식으로 설문을 진행하고자 단서를 전혀 주어지

지 않고 회상 검사를 진행하는 비보조 회상 검사로 회상 검사를 진행하

도록 할 것이다.

광고효과를 명시적 기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회상

과 재인 측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접근되었다(송송미, 2017). 배너광고의

혼잡도와 웹사이트 콘텐츠 관여도가 배너 광고의 기억 효과에 대한 연구

(홍종필 & 마영애, 2006), 성적 소구 광고에 대한 노출과 소비자 응시

상황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시훈 외, 2011) 등의 연구

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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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상황에 따른 각성 상태를 생체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함께 즐거움이 A보드 광고 브랜드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각성을 생체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고, 즐거움과 함께 스포츠 스폰서십 광

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서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들을 근거로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모형은 아래와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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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 높은 각성인 상태에서 기억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Maljkovic &

Martini, 2005; Ochsner, 2000). Kensinger(2006; 2011)는 부정적 각성을

유발하는 정보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정보보다 기억에 더 오래 남는

다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각성이 기억을 생

생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기기억

(short-term memory)에 대한 검증에서도 감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긍정적인 감정이 기억에 대한 축적 속도는 일

정하게 유지되지만, 부정적인 감정(각성)에 대해서는 축적 속도가 더 빨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ljkovic & Martini, 2005). 따라서 각성 정도

가 높을수록 기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서 언급했듯 경기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각성은 기존의 기

억 연구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결

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기 양상이 접전일수록 그 결과를 알기가 더

어려워 사람의 각성은 높아지고 경기에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각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 양상 결국 기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각각의 경기 양상과 즐거움이 A보드 광

고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

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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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즐거움에는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

학적 각성에 따라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a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b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3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

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a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3-b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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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상황에 따른 생체 심리학적 각성 수준과 즐거

움이 A보드 광고 브랜드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해 피험자의 각성 상태를 Biopic 사 MP -160을 활용해 측정

된 EDA를 바탕으로 알아보자 한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경기 양상을 통

해 생리적 각성을 확인하고 또 다른 독립변인인 즐거움과 종속 변인인

광고에 대한 기억은 사후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1) 실험 조작물 선정

본 연구는 실험 자극물인 스포츠 경기 동영상을 선정함에 앞서 경기

양상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피험자에게 2가지 종류의 영상에 대해

각각의 양상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즉, 경기가 흥미진진한 경

기와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기로 경기 양상을 나누고자 한다. 이를 가능

하게 하도록 동일한 경기를 점수 조작을 바탕으로 조작하고자 한다. 또

한, 경기에 대한 관여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외에서 진행된 리그 경

기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A보드에 나오는 광고의 브랜드에 대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최대

한 통제하기 위해 국내에서 일어난 경기가 아닌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

대회를 선정하였으며, 각 광고 브랜드들에 대한 기억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기 때문에 A보드가 중계에 나타나는 시간을 동일하게 통제하고자

하고 이에 중계 중 풀샷이 많이 잡혀 시간 통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농구 경기를 실험 조작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25일에 진행된 NCAA Big12 &

SEC Challenge 중 Kentucky대와 Texas 공대가 펼친 경기를 편집하여

실험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이 경기 중 후반전 14분 29초를 시작으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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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출 시간을 맞춰 6분 42초 영상으로 편집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 양상을 조작하기 위해 하나의 영상은 동점으로 끝나

게 편집하였고 다른 하나의 영상은 경기 종료 시 15점 차이가 나도록 편

집하였다.

편집한 영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동점으로 끝나는 경기

<그림 3> 15점 차로 끝나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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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광고가 나오는 시간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광고와 시간이 선정 시간보다 많이 나오는 광고는 편집을 통해 가

릴 수 있게 만들었다. 기억을 확인하고자 선정된 브랜드 광고는 26초~30

초 내로 노출하도록 조작하였다. 선정된 브랜드의 A보드 광고 모형과

노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광고 브랜드 로고 노출 시간

26초

27초

31초

26초

31초

30초

26초

<표 1> A보드 광고 브랜드 로고 및 노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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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총 2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기 양상에 따라 흥미

진진한 경기와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기에서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각

그룹에 15명씩 배치하여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외부인의 건물 출입이 통제되어 실험

에 참여하기 어려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 장비

본 실험은 정확한 EDA 측정을 위해 피험자들에겐 실험 목적을 알리

지 않고 자유롭게 경기를 즐기도록 하였다. EDA 측정은 Biopac 사의

MP -160을 활용할 예정이다.

실험 장비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그림 4> MP -160 본체 및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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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1) 본 실험

앞서 언급한 Biopac 사 MP -160은 사람의 피부 전도에 따른 각성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총 세 곳에 수신기를 부

착하여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수신기를 부착한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MP-160 수신기 부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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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험이 시작되기 전 EDA를 활용한 GSR이 정확히 측정되기 위

해서 실험 장치 상황과 실험 환경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였고, 영상

을 보여주기 전에 개인별 EDA 값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실험 장비를

설치한 후 영상을 보기 전에 1분간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후에 데이터 분

석 시 활용하였다. 1분간의 베이스라인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바로 영상

을 틀어 6분 42초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피부전

도 반응은 베이스라인과 영상을 보는 시간 총 7분 42초 내외 동안 측정

하였다. 실험 장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 실험 장면

실험이 끝난 뒤, 사후 검사를 통해 즐거움과 광고 기억 정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후 검사는 설문지로 진행되었으며, 즐거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험 후 바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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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사후조사 도구는 설문지로 기존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실험을 실시한 뒤, 완성된 설문지를 사용하

여 피험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성

각성은 메시지에 의해 피험자가 얼마나 긴장 혹은 흥분되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각성은 정서적 경험임과 동시에 생리적 반응이다.

따라서 각성의 측정은 시청자들이 느끼는 강렬함이나 흥분감의 주관적

정도를 자기 보고(self-report)를 통해 얻을 수도 있고 피부 전도(skin

conductance)와 같은 생리적 지표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Lang,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앞서 언급한 대로 Biopac 사의

MP -160 실험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예정이다

2) 명시적 기억 검사

명시적 기억을 검사할 수 있는 회상 검사와 재인 검사를 설문에 포함

하였다. 회상 검사의 경우, 영상에서 보았던 A보드에 있던 브랜드를 생

각나는 대로 모두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들 중 앞서 언급한 7개 브랜드

에 대해 정답을 제시한 비율을 명시적 기억의 회상으로 조작적 정의하였

다. 영어로 브랜드가 나와 알파벳 오류나 한글로 적은 경우도 모두 맞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인 검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7개의 브랜드의 광고

디자인 중 A보드 광고와 동일한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 두 가지를 제시

하고 이들 중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진행하였다. 즉, 재인 검사는 양

자택일 방식으로 둘 중 영상에 나왔다고 생각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전

체 맞춘 개수의 비율을 명시적 기억의 재인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또한, 광고 브랜드에 대해 이전에 알고 있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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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친숙도 파악을 위해 3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설문하여 파악하

였다.

3) 즐거움 검사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확인 할 수 있도록 Gan et al(1997)의 즐거움

척도를 설문에 함께 넣어 검사하였다. 총 7개의 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부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만들어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4. 자료 처리 방법

(1) 생체 심리학적 각성 분석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Biopac 사에서 나온 MP- 160 기계를 사용하여

수신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AcqKnowledge 5.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하였다.

설정을 통하여 EDA를 1초에 1개씩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결정하

였다. 이는 이후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계산할 시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

해 결정하였다.

실험 후 그래프로 나온 데이터를 Excel을 통해 수치화시킨 후 30초

단위로 평균을 내어 베이스라인을 활용하여 개인별 차를 조정했다. 실험

은 통해 나온 AcqKnowledge 5.0에 표현된 데이터의 모습과 Excel을 통

해 수치화한 데이터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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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cqKnowledge 5.0 EDA 그래프 데이터

<그림 8> 그래프 데이터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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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측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 중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거나 평균과

맞지 않는 이상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선정된 데이터를 IBM SPSS

Statistics 22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여 두 영상에

서 일어난 각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2) 설문 분석

본 실험 후 설문을 통해 즐거움과 A보드 광고에 대한 명시적 기억을

측정하였다. 설문 중 성실하지 않게 답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IBM SPSS

Statistics 22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으로는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데이터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종속 변인인 A보드 광고에 대한 명

시적 기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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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1) 인구통계학적 속성

피험자는 서울대 체육교육과 대학원생 30명을 표집하여 진행하였다.

그 중 이상치와 설문을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피험자 그리고 A보드 광

고에 관여도가 높은 피험자 6명을 제외하여 유효표본은 총 24명이 되었

다. 이 중 남성은 17명(70.8%), 여성은 7명(29.2%)였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대 초반이 1명(4.2%), 20대 중·후반이 14명(58.3%), 마지막으로

30대 이상이 9명(37.5%)로 나타났다.

구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7명(70.8%)

여성 7명(29.2%)

합계 24명(100%)

연령

20세~24세 1명(4.2%)

25~29세 14명(58.3%)

30세 이상 9명(37.5%)

합계 24명(100%)

<표 2> 인구통계학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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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에 사용된 NCAA 농구 영상으로부터 발생한 즐거움의 평균값은

4.4107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2.2857, 최댓값은 6.0으로 나타났다. 명시

적 기억 검사 중 회상 기억 검사는 최솟값 0, 최댓값 2.0으로 평균 0.333

으로 나타났다. 재인 기억 검사의 경우 최솟값은 2.0, 최댓값은 7.0 평균

4.2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와 같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즐거움 24 2.2857 6 4.4107 1.0087

회상 기억 24 0 2 .333 .6370

재인 기억 24 2 7 4.250 1.4818

<표 3>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2. 가설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실험에서 활용된 농구 경기 영상에 있는 경기

양상의 차이가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차이를 유발했는지 알아보고자 실

험 물 조작 검증을 실시하였다. 영상은 앞서서 언급했듯 점수 조작을 통

해 동점으로 끝나는 경기와 15점 차로 끝나는 경기로 경기 양상을 구분

하였다. 각각의 데이터를 30초로 평균을 내어 13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냈으며 그 중 광고가 나오지 않는 초반 30초를 제외한 1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측정 ANOVA를 활용해서 각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각 시

기별 평균의 차이와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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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평균 표준 편차 N

360s~390s
1 -.000136720717102 .001418430028200 12
2 -.000453659831276 .001036635603385 12
총계 -.000295190274189 .001225717726259 24

330s~360s
1 .000299850192187 .001250568285947 12
2 -.000932616265738 .002461817092055 12
총계 -.000316383036776 .002010655854252 24

300s~330s
1 .000181170721700 .001166237322023 12
2 -.000364650228412 .001457067263859 12
총계 -.000091739753356 .001320444961022 24

270s~300s
1 .000410052557638 .001343486421526 12
2 -.000407035753585 .001653641081520 12
총계 .000001508402026 .001531412112689 24

240s~270s
1 .000164216511631 .001598987810826 12
2 -.000449421278759 .001625496031247 12
총계 -.000142602383564 .001607702939536 24

210s~240s
1 .000223556246874 .001144253121874 12
2 -.000423989963655 .001538424061257 12
총계 -.000100216858390 .001366566601561 24

180s~210s
1 .000066729803732 .001773972440818 12
2 -.000924139160703 .002274748977224 12
총계 -.000428704678486 .002058143953429 24

150s~180s
1 -.000221491767449 .001126897321266 12
2 -.000368888780929 .001048839128564 12
총계 -.000295190274189 .001067299054921 24

120s~150s
1 -.000068903876824 .001080209695450 12
2 -.000432467068689 .001875779237294 12
총계 -.000250685472757 .001508418077673 24

90s~120s
1 .000232033351909 .000727228864260 12
2 -.000563862196728 .001280845289196 12
총계 -.000165914422409 .001096722183136 24

60s~90s
1 .000516016370572 .000982217715836 12
2 -.000618963379453 .001028287202655 12
총계 -.000051473504441 .001141556194406 24

30s~60s
1 -.000454612155904 .001496169840865 12
2 -.001013148763568 .001449442799984 12
총계 -.000733880459736 .001468588107927 24

<표 4> 조작 검증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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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영상 간에 각성의 차이는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 있다.

<그림 9> 영상별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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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면 두 그룹 간의 각성은 충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에 따르면 유의수준이 0.081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부분 에타

제곱

절편 1.648E-5 1 1.648E-5 1.648 .213 .070

TL 3.333E-5 1 3.333E-5 3.334 .081 .132

오류 .000 22 9.999E-6

<표 5> 조작 검정 중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1) H-1 :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즐거움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서 실험군에서 각성의 차이를 확인한 뒤, 각 영상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설문으로 수집한 즐거움에 관한 데이터를 T-test로 확인

했다. 그 결과 t값은 0.312(p>.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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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N 평균 표준편차
표준 오차

평균

즐거움

1.0 12 4.47619 .9463 .27317

2.0 12 4.34524 1.1057 .31918

<표 6>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른 즐거움 그룹 통계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t df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표준 오류

편차

즐거움

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312 22 .758 .13095 .4201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12 21.488 .758 .13095 .42012

<표 7>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른 즐거움 독립표본 검정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즐거움 문항 중 5번 문항(이 영상은 나를 매료

시켰다.)과 7번 문항(나는 이 영상이 좋았다.)은 각각 t=0.921(p<.05),

t=1.557(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5

개의 문항에서는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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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평균 차이

즐거움

1

등분산을 가정함 .439 .514 .121 22 .083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21 21.857 .0833

즐거움

3

등분산을 가정함 1.290 .268 .000 22 .000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00 20.075 .0000

즐거움

5

등분산을 가정함 5.121 .034 .921 22 .583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921 18.007 .5833

즐거움

6

등분산을 가정함 .623 .438 -.304 22 -.166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04 21.560 -.1667

즐거움

7

등분산을 가정함 8.731 .007 1.557 22 .833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557 15.687 .8333

<표 8> 즐거움 문항별 독립표본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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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2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a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

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

래 표와 같다.

독립변수
회상 기억 검사

B t값(유의도)

상수 0.333 0.793(0.436)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0.000 0.000(1.000)

통계량  =0, 수정된  =-0.045, F=0, p>.05
<표 9> 각성이 회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0, F=0, p>.0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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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가설 H-2-b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

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0.211, F=5.891,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수

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회귀분석을 돌린 결

과는 아래 표와 같다.

독립변수
재언 기억 검사

B t값(유의도)

상수 2.250 2.590(0.017)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1.333 2.427(0.024)

통계량  =0.211, 수정된  =0.175, F=5.891, p<.05
<표 10> 각성이 재언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따라서 점수 차가 작은 흥미진진한 경기에서는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게 나타나고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의 A보드 광고 재언 기억은 점수 차

가 크게 나타나는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A

보드 광고 재언 기억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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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3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a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

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0.058, F=0.036, p>.05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회상 기억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립변수
A보드 광고 기억

B t값(유의도)

상수 0.503 0.656(0.519)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0.005 -0.018(0.986)

즐거움 -0.037 -0.267(0.792)

통계량
 =0.058, 수정된  =0.003, F=0.036,

p>.05

<표 11>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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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032 2 .016 .036 .965b

잔차 9.302 21 .443

총계 9.333 23

a. 종속 변수: Recall

b. 예측변수: (상수), 즐거움 평균, T/L

<표12>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가설 H-3-b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

과  =0.264, F=3.763, p<.05로 가설 H-3는 지지되었다. 즉, 각성과 즐거

움은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A보드 광고 기억

B t값(유의도)

상수 0.694 0.453(0.665)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1.378 2.531(0.019)

즐거움 0.338 1.225(0.234)

통계량
 =0.264, 수정된  =0.175, F=3.763,

p<.05

<표 13>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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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13.325 2 6.662 3.763 .040b

잔차 37.175 21 1.770

총계 50.500 23

a. 종속 변수: Recognition

b. 예측변수: (상수), T/L, 즐거움 평균

<표14>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가설3에 따르면, A보드 광고 명시적 기억에서 각성과 즐거움은 학습

된 내용에 단서가 주어지는 재인 기억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주어진 단서가 없이 본인이 스스로 기억을 해내야 하는 회상

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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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결과 표

위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결과

가설 H-1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즐거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H-2-a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

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은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H-2-b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

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은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H-3-a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

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H-3-b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

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표 13> 가설 검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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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상황에 따른 각성 상태를 생체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함께 즐거움이 A보드 광고 브랜드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체 심

리학적 각성을 실험 장비를 통해 알아보았다. 경기 양상에 따라 달라지

는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영상이지만 점수를 동점으

로 끝나는 경기와 15점 차로 끝나는 경기로 편집하여 조작하였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실험 장비를 통해 EDA 값을 측정하여 30초씩 평균을

내서 활용하였으며, 영상 중 A보드 광고가 나오지 않은 초반 30초의 데

이터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코로

나 19의 영향으로 총 30명의 대학원생을 피험자로 선정하였고 그 중 이

상치를 제외한 26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피험자들은

왼손에 수신기를 부착하고 데이터 기준점을 만든 후 영상을 시청하여 각

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영상 간의 생체 심리학적 각성의 차

이를 파악하였다. A보드 광고 기억은 명시적 기억만 파악하였으며, 이를

회상 기억 검사와 재인 기억 검사로 나눠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즐거움

이 각성과 함께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Gan et

al(1997)의 즐거움 척도를 함께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각성이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와 달리 생체 심리학적

측정을 통해 각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각성 상태

에서의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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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양상과 생체 심리학적 각성

피험자들의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차이를 두기 위해 경기 양상 편집

으로 점수 차가 적은 경기와 큰 경기로 나눠 두 영상을 나눠서 피험자에

게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를 시청하면서 실험 장비를 통해 생체 심리학

적 각성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점수 차가 적고 동점으로 끝나는 흥미진진한 경기의 경우 점

수 차가 크게 나는 상황에서 15점 차로 끝나는 일방적인 경기에 비해 생

체 심리학적 각성이 더 높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

가설 H-1은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설정하였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실험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얻었

으며, 즐거움의 경우 영상을 다 본 뒤 설문을 통해 7가지 문항을 7점 척

도로 알아보았다.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생체 심리학적 각성의 차이는

즐거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 심리학적 각

성이 높은 흥미진진한 경기를 봐도 피험자의 즐거움은 일방적인 경기를

본 피험자의 즐거움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생체 심리학적 각성

이 높다고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할 수 있다.

3.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A보드 광고 기억

가설 H-2은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각성이 높을수록 기억은 높

아지게 된다고 하였지만, A보드의 경우 경기를 시청하는 중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성이 높은 상태지만 기억이 높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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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사람들이 주로 시청하는 것은 A보드가 아니라 경기 내용이기 때

문이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많이 집중했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정보에 속하는 A보드 광고 기

억력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명시적 기억은 주의

정도가 높은 주의적 광고 노출 상황에서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주의 정

도가 낮은 부수적 광고 노출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Debner et al, 1994; Shapiro et al, 2001).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조작된 영상을 통해 생체 심리학적 각성

의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회상(Recall)과 재인(Recognition) 검사를 설문

해 파악하였다. 피험자들은 영상 내에서 7개의 A보드 광고 브랜드를 보

게 될 것이고 회상 검사는 영상 내에 나온 A보드 광고 브랜드를 기술하

라고 지시하였고, 재인 검사는 영상 내에 나온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다

양한 디자인 중 A보드 광고와 같은 디자인을 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명시적 기억 중 회상 기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을 본 피험자들은 A보드를 높은 주의력으로 바라보지 않

았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회상 기억은 생체 심리학적 각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인 기억의 경

우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경기를 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집단의 피험

자들이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은 집단의 피험자에 비해 1.3개를 더 맞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흥미진진한 경기에 비해 일방적인 경기에서의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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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

가설 H-3은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험과 설문을

통해 데이터들 수집하였고 이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 모두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0.264로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설명력이 높진 않지만, A보드 광고 기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과거 감정과 A보드 광고 기억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감정을 실험

후 설문을 통해서 실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

으로 변화하는 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측정하

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각성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기 응답 방식의 설문에 의존했던 이전 연구보다 객관적이고 정

확한 데이터를 통해 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로는 스포츠 경기의 규모, 리그 라이벌전 등 사

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경기 이외 일반적 경기에서도 A보드 광고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상황에서 명시적 기억 중 재인 기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유명한 경기뿐만이 아니라 강팀과 약팀의 일방적인 경기를

후원하는 것에도 광고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 기업

은 경기의 중요도가 높은 경기나 유명한 선수가 있는 팀, 리그 라이벌전

등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경기에 광고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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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들은 A보드 광고 비용 역시 일반적인 경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일방적인 경기에서 A보드 광고 기

억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업은 더 저렴한 비용에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 의의와 학문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

지 제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피험자들의 NCAA 혹은 농구에

관한 관여도를 측정하지 않아 개개인의 차이를 컨트롤 할 수 없었다. 이

와 함께 피험자 대상이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되

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추

후의 연구에서는 관여도와 함께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다면 더 정확한 연구 결과와 일반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영상을 활용한 실험연구는 Between subject보다 within subject

design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별 차이를 조정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하

지만 본 실험에서는 Between subject를 활용하여 개인별 차이를 조정하

는데 베이스라인에 의존하게 된 점에서 조작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실험 장치 설정에 있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 이를 활용했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을 것

으로 예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완벽한 실험 설계를 만든다면 조

작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것이며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각성은 생체 심리학적 방법으로 파악하였으나 즐거움은

자기설문기입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성과

즐거움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둘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장치에 즐거움을 파악할 수

있는 안면 근전도와 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피부 전기도를 동시에 활용

하여 파악한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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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스포츠 중계에서 A보드 광고는 스포츠 스폰서십에서 대표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방법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긍

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 양상에 따라 생체 심

리학적 각성의 차이와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양상에 따라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차이를 보인다.

둘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즐거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경기가 높은 경기에 비해 A보드 광

고에 재언 기억은 높다.

넷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언 기억에 영향

을 미친다.



- 51 -

참 고 문 헌

강소라․전방지․김유정․김연정(2007). UCC 서비스 이용 연구: 기술수용모형

과 감정 차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IT학회지, 6(3), 1-26.

곽원일, 최원일 (2002). 소비자 감정 반응의 유형과 차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34), 155-171.

김계석(2006). 관광지 경험의 유도정서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43, 

41-65.

김문섭, 김동태, 김재일 (2006). 소비자 감정의 유형이 구매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정의 환기 수준과 지식수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7(2), 35-63.

김민철 (2014). 기업수익 측면에서 본 스포츠유명인의 후원효과: 2010 벤

쿠버 올림픽과 김연아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3(5), 

327-341.

김자경 (2000). TV 프로그램에 의해 유발된 소비자들의 무드 상태가 광

고태도(Aad)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11(3), 109-146.

김재휘, 이해양 (2003). TV드라마에 의해서 유발된 정서가 PPL효과에 미

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4(2), 23-40.



- 52 -

김훈철 (2005). 브랜드 설득. 다산북스.

민성길 (2004).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즐거움. 여가학연구, 1(3), 1-27.

송송미 (2017). 스포츠 경기 시청 중 유발된 감정이 A 보드의 광고효과

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주의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양걸, 곽정현, 전익기(2005). 경기장광고와 가상광고의 광고효과 비교연

구. 한국체육학회지, 44(5), 621-630.

오인애 (2016). 온라인 야구게임 A보드 광고 기억효과 탐색: 아이트래커

(Eye-Tracker)를 이용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승조 (2008). 정보처리과정에 구현된 감각추구성향과 슬로모션의 상호

작용. 한국언론학보, 52(3), 322-345.

이시훈, 안주아, 정일형, 김광협 (2011). 광고 소구유형에 따른 전기피부

활동 및 안면근전도 반응과 자기기입식 설문응답과의 차이 분석. 

광고학연구, 22(4), 7-33.

이정모, 김문수, 김민식 (1999). 인지 심리학.

이학식, 백형조 (2004). 광고메시지의 정보제시방법의 차이에 따른 암묵

적 및 명시적 기억성과. 마케팅연구, 19(4), 97-127.



- 53 -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2010). 소비자행동: 마케팅전략적 접근(4판). 서

울: 법문사

장주연 (2016).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감정과 접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선형 (1993). 의류제품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홍종필, 마영애 (2006). 광고 혼잡도와 웹 콘텐츠 관여도에 따른 인터넷 

배너광고의 기억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

고, 7(3), 401-431.

Babin, B. S., & Attaway, J. S.(2000). Atmospheric affect as a tool for 

creating value and gaining share of custome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9(2), 91-99.

Bagozzi, R. P., Gopinath, M., & Nyer, P. U. (1999). The Role of 

Emotions in Market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7(2), 184–206.

Bal, C., Quester, P., Plewa, C. (2009). Event-related emotions: A key 

metric to assess sponsorship effectiveness. Journal of 

Sponsorship, 2(4), 367-378.

Batra, R., Ray, M. L. (1986). Affective Responses Mediating Acceptance 



- 54 -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2), 234–249.

Bigne, J. E., Andreu, L., & Gnoth, J.(2005). The theme park experience: 

An analysis of pleasure, arousal and satisfaction. Tourism 

Management, 26(6), 833-844.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 Psychol. 36(2), 129-148. 

Branvold, S. E. & Bowers, R. (1992). The use of promotions in college 

baseball. Sport Marketing Quarterly, 1(1), 19-24.

Burke, M. C., & Edell, J. A. (1989). The Impact of Feelings on 

Ad-Based Affect and Cogni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1), 69–83.

Cantor, J. R., Bryant, J., & Zillmann, D. (1974). Enhancement of humor 

appreciation by transferred exci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6), 812–821.

Chebat, J. C., & Michon, R.(2003), Impact of ambient odors on mall 

shoppers’emotions, cognition, and spending: A test of 

competitive causal theori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6(7), 

529-539.

Cohen, J. B. & Areni, C. S. (1991). Affect and consumer behavior. In T. 



- 55 -

S. Robertson & H. H. Kassarjian (Eds.), Handbook of Consumer 

Behavior (pp. 188-24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Cornwall, T. B. (2008). State of Art and Science in Sponsorship-Linked 

Marketing. Journal of Advertising, 37(3), 41-55.

Cornwell, T. B., Weeks, C. S. & Roy, D. P. (2005). 

SPONSORSHIP-LINKED MARKETING: OPENING THE BLACK 

BOX. Journal of Advertising, 34(2), 21-42.

Crompton, J. L. (2004). Conceptualization and alternate 

operationalizations of the measurement of sponsorship 

effectiveness in sport. Leisure Studies, 23(3), 267-281.

Debner, J. A., & Jacoby, L. L. (1994). Unconscious perception: attention, 

awareness, and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0(2), 304. 

Dubé, L. & Bel, J. L. (2003)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laypeople's 

concept of pleasure, Cognition and Emotion, 17(2), 263-295.

Dubé, L., Cervellon, M. C., Han, J. (2003). Should consumer attitudes be 

reduced to their affective and cognitive bases? Validation of a 

hierarchic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20(3), 259-272.



- 56 -

Dube, L., Chebat, J., & Morin, S.(1995). The effect of background music 

on consumers’ desire to affiliate in buyer-seller interactions. 

Psychology and Marketing, 12(4), 305-319.

Edell, J. A., Burke, M. C. (1987). The Power of Feelings in 

Understanding Advertising Effe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3), 421–433

Gan, S-L., Tuggle, C. A., Mitrook, M. A., Coussement, S. H., & 

Zillmann, D. (1997). The thrill of a close game: Who enjoys it 

and who doesn’t?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21, 53–64.

Gangadharbatla, H., Bradley, S., & Wise, W. (2013).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background brand 이런 placements in video games. 

Journal of Advertising, 42(2-3), 251-263.

Goldberg, M. E., Gorn, G. J. (1987). Happy and Sad TV Programs: How 

They Affect Reactions to Commercia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3), 387–403.

Groeppel-Klein, A., & Baun, D. (2001). The Role of Customers' Arousal 

For Retail Store - Results From an Experimental Pilot Study 

Using Electrodermal Activity As Indicator.

Hansen, F., Halling, J., and Lauritsen, G. B. (2001). Estimation of 



- 57 -

Emotional and Evaluating Effects of Sport Sponsorships. 

Europea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5, 310-317.

Hockenbury, D. H., Hockenbury, S. E. (2000), Psychology, 2nd ed, 

Worth Publishers.

Holbrook, M. B., Hirschman, E. C. (1982). The Experiential Aspects of 

Consumption: Consumer Fantasies, Feelings, and Fu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2), 132–140

Isen, A., & Simmonds, S. (1978). The Effect of Feeling Good on a 

Helping Task that is Incompatible with Good Mood. Social 

Psychology, 41(4), 346-349. 

Javalgi, R., Taylor, M., Gross, A. and Lampan E. (l994). Awareness of 

Sponsorship and Corporate Image :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dvertising, 23, 4, 47-58.

Jun, J. W., Cho, C., & Kwon, H. J.(2008). The role of affect and 

cognition in consumer evaluations of corporate visual identity: 

Perspectiv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Korea. Journal of Brand 

Management, 15(6), 382-398.

Kahneman, D. & Tversky, A. (1973). On the psychology of prediction. 

Psychological Review, 80(4), 237-251.



- 58 -

Kensinger, E. A., Garoff-Eaton, R. J., Schacter, D. L., (2006). Memory 

for specific visual details can be enhanced by negative arousing 

content.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4(1), 99-112.

Krishnan, H. S., & Chakravarti, D. (1999). Memory measures for 

pretesting advertisements: An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and a diagnostic templat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8(1), 

1-37

MacInnis, D. J., & Jaworski, B. J. (1989). Information Processing from 

Advertisements: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Marketing, 53(4), 1–23. 

Maljkovic, V., Paolo Martini, P. (2005). Short-term memory for scenes 

with affective content. Journal of Vision, 5(3), 6.

Mano, H., & Oliver, R. L.(1993). Assessing the dimensionality and 

structure of the consumption experience: Evaluation, feeling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3), 451-466.

Mathur, M. and Chattopadhyay, A. (1991). The impact of moods 

generated by television programs on responses to advertising. 

Psychology & Marketing, 8, 59-77.

Mattes, J., & Cantor, J. (1982). Enhancing responses to television 



- 59 -

advertisements via the transfer of residual arousal from prior 

programming. Journal of Broadcasting, 26(2), 553-566.

Mehrabian, A., & Russell, J. (1974).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Cambridge, MA: MIT Press.

Mullin, B. J., Hardy, S., & Sutton, W. A. (2000). Promotions. In B. J. 

Mullin, S. Hardy, & W. A. Sutton (Eds.), Sport Marketing (183–
220). Champaign, IL: Human Kinetics

Ochsner, K. N. (2000). Are affective events richly recollected or simply 

familiar? The experience and process of recognizing feelings 

pas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29(2), 242–
261

Pavelchak, M. A., Antil, J. H., Munch, J. M. (1988). The Super Bowl: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Among Program Context, 

Emotional Experience, and Ad Recal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3), 360–367.

Pham, M. T. (1991). The evaluation of sponsorship effectiveness: a 

model and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Gestion, 2000, 

47-65.

Potter, R. F., & Bolls, P. D. (2012). Psychophysiological measurement 

and meaning: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ing of media. 



- 60 -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Raney, A. A. (2003). Enjoyment of sport spectatorship. In J. Bryant, D. 

Roskos-Ewoldsen, & J. Cantor (Eds.), LEA's communication 

series, Communication and emotion: Essays in honor of Dolf 

Zillmann, 397–416.

Russell, J. A., & Barrett, L. F.(1999). Core affect, prototypical emotional 

episodes and other things called emotion: Dissecting the 

elepha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5), 

805-819.

Ryu, K., & Jang, S. C.(2007).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erceptions 

on behavioral intentions through emotions: The case of upscale 

restaurant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31(1), 

56-72.

Shapiro, S., & Krishnan, H. S. (2001). Memory-based measures for 

assessing advertising effects: a comparison of explicit and 

implicit memory effects. Journal of Advertising, 30(3), 1-13.

Somervuori, O., & Ravaja, N. (2013). Purchase behavior and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different price levels. 

Psychology & Marketing, 30(6), 479-489.

Stotlar, D.K. (1993). Successful sport marketing. Dubuque, IA: Brown and 



- 61 -

Benchmark.

Tuch, A. N., Bargas-Avila, J. A., Opwis, K., & Wilhelm, F. H. (2009). 

Visual complexity of websites Effects on users’ experience, 

physiology, performance, and memor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7, 703-715.

Wakefield, K. L., & Baker, J.(1998), Excitement at the mall: 

Determinants and effects on shopping response. Journal of 

Retailing, 74(4), 515-539.

Wakefield, K. L., Becker-Olsen, K. & Cornwell, T. B. (2007). I Spy a 

Sponsor: The Effects of Sponsorship Level, Prominence, 

Relatedness, and Cueing on Recall Accuracy. Journal of 

Advertising, 36(4), 61-74.

Wilkinsons, Donald R., et al. (1993). Cases, Statutes, and Recent 

Developments. The Urban Lawyer, 25(1), 179–188.

Zajonc, R. B., Markus, H. (1982). Affective and Cognitive Factors in 

Preferen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2), 123–131.

Zillmann, D. (1971). Excitation transfer in communication-mediate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4)



- 62 -

Zillmann, D., Mody, B., & Cantor, J. R. (1974). Empathetic perception of 

emotional displays in films as a function of hedonic and 

excitatory state prior to expos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8(4), 335–349.



- 63 -

Abstract

The Influence of

Psychophysiological Arousal and

Enjoyment on A-board Brand

Recognition

Kim, Jih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ard advertisements have become a prominent form of

sponsorship rights activation, as they are an unobtrusive method of

exposing their brands to not only the viewers physically at the

stadium, but also the viewers watching at home. Past studies indicate

that a-board advertisements positively influence brand image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s the brand. Thu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sychophysiological

arousal induced by game content characteristics (close game vs

lop-sided) and enjoyment on the recognition of a-board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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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a total of 24 graduate students. To

measure psychophysiological arousal, electrodermal activity (EDA)

data was collected with the Biopac MP-160 unit while participants

viewed one of the two stimulus videos of part of a NCAA basketball

game. An NCAA game was chosen as the stimulus material to

minimize the effects of brand awareness and sports league

involvement. After viewing the stimulus video participants answered

questionnaire items regarding enjoyment, brand recognition, and brand

familiar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tilizing the SPSS 22.0

statistical package. Statistical analyse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repeated-measures ANOVA,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physiological arousal were

found depending on the game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njoyment based on psychophysiological arousal.

Third, a-board brand recognition was higher for the low

psychophysiological arousal game compared to high arousal game.

Fourth, psychophysiological arousal had a positive effect on

a-board brand recognition.

Keywords: EDA, Arousal, Enjoyment, A-board advertisement,

Explicit Memory

Student Number: 2018-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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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명시적 기억, 즐거움, 광고 관여도 설문

1. 본 설문지는 경기 속 A보드(광고판)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회상

(Recall)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시청하셨던 영상에서 보았던 A보드(광고판) 브랜드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기술해주십시오.

<답안>

▶

▶

▶

▶

▶

▶

▶

▶

▶

▶



- 66 -

2. 본 설문지는 경기 속 A보드(광고판)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재인

(Recognition)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시청하셨던 영상에서 보았던 A보드(광고판)에 나온 맞는 디자인

을 찾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v

1.

2.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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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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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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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설문지는 경기 속 A보드(광고판)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친숙

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StubHub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

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UPS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

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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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Fargo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AT&T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CovenantHealth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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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ER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First care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 72 -

4. 본 설문지는 경기 시청 중 즐거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설문

입니다.

문

항
질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이 영상은 날 흥분시켰다.

2 나는 이 영상이 싫었다.

3
이 영상은 내 기분을 좋게 만

들었다.

4
이 영상은 나를 지루하게 만들

었다.

5 이 영상은 나를 매료시켰다.

6 나는 이 영상을 즐겼다.

7 나는 이 영상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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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설문 문항들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➀ 남성         ➁ 여성

2. 당신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⓵ 20대         ② 30대

3. 당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고졸         ➁ 대졸         ➂ 대학원 재학        

➃ 대학원 졸업  ➄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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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

김 지 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스포츠 경기장에서 A보드 광고는 스포츠 스폰서십의 대표적인 유형으

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 경기장을 찾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계를 통해 시

청하고 있는 스포츠 시청자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구매

의도에도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경기 양상에 따른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는 실험 기계를 부착하

고 실험 자극물 영상을 시청하였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 측정은 Biopac

사의 MP-160 기계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데이터는 AcqKnowledge

5.0을 통해 수집하였다. 실험 자극물 영상은 브랜드와 경기에 대한 관여

도를 낮추기 위해 NCAA 남자 농구 경기를 선정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대학원생 총 24명이며 영상 시청 후 설문을 통해 즐거움, 명시적 기억,



- iv -

브랜드 친숙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통해 기술통

계, 반복측정 ANOVA,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양상에 따라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차이를 보인다

둘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즐거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경기가 높은 경기에 비해 A보드

광고에 재언 기억은 높다.

넷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언 기억에 영향

을 미친다.

주요어: EDA, 각성, 즐거움, A보드 광고, 명시적 기억

학 번: 2018-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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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스포츠는 국민에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들에는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스포츠를 통해

서 기업 이미지, 브랜드 자산,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스폰서십에는 메가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를 후원한 기업들의 재무

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면 후원 기간 당시 매출액이 증가하였

고, 그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서 긍정적인 수치 변화가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민철, 2014).

스포츠 중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광고를 접하고 있다. 이 또한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LG전자는 프랑스리

그 올림피크리옹과 스폰서 계약하였고 이 결과 2년간 약 2,000만 유로의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광고는 전통적인 매체 광고와는 달

리 독특한 노출로 소비자에게 광고 수용성을 높이고 광고하는 기업의 공

익 추구를 부각시킬 수 있어 기업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점을 가

지고 있다(Javalgi et al, 1994). 중계에서 유니폼에 있는 브랜드 광고 이

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A보드 광고이다. A보드 광고는 스포

츠 스폰서 활동 중 효과적인 광고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알려졌다(Branvold, 1992; Mullin, Hardy &

Sutton, 2000).

A보드 광고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단순히 노출을 바탕으로 그 효

과를 측정하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A보드 광고의 특성상 경기 시청

도중에 시청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광고 기억

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광고효과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다시 말해, A보드 광고기법은 전통적인 광고 형식과는 다르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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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상업적 의도를 보이지 않고 중계화면에 반복적이고 간접적으로 노

출하면서 소비자에게 잠재적 광고효과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

에 A보드 광고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

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A보드의 광고효과를 단순히 명시적 기억

의 차원에서 고려했기 때문이다. A보드의 광고효과는 의식하지 못한 상

태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선호도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Zajonc

& Markus, 1982)처럼 A보드의 광고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대안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의식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사

람에게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암묵적 기억을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A보드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선 소비자의 감

정의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는 합리적이고 논리

적 판단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에 있어서 정

서적인 동기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안광호 & 이학식

& 하영원, 2010).

스포츠 시청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A보드 광고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진행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Pham(1991)의 스폰서

십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각성(arousal)은 스폰서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쾌한 기분은 스폰서십 기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football을 시청할 때 유쾌한 경험이 스폰서십 광고

기억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velchat, Antil &

Munch, 1998). 결국,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각성을 기반한 정서들은 광

고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각성(arousal)과 기억(memory)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각성 효과가 높

을수록 기억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

었다(Maljkovic & Martini, 2005; Ochsner, 2000). Kensinger(2006; 2011)

는 부정적 각성을 유발하는 정보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정보보다 기

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각성이 기억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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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에 대한 검증에서도 감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긍정적인 감정이 기억에 대한

축적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부정적인 감정(각성)에 대해서는 축적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ljkovic & Martini, 2005). 따라

서 각성 정도가 높을수록 기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자기 보고식(self-report) 설문에

의존되어 진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보고식 설문은 실제 자극의 경

험과 응답 사이의 시간차,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Groeppel-Klein & Baun, 2001; Potter & Bolls, 2012). 이러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는 실험 장비를 활용하여 생체 심리학적 측정을 통

해 각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생체 심리학적 측정은 자국에 대한 감정반

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다. 이는 경기 시

청에 몰입하여 본인이 느끼지 못한 각성이나 미세한 각성의 차이에 대해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기존 연구와 비교해 더 정확한 각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성의 정도를 생체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피부 전기활동(electrodermal-activity: EDA)을 통해 피부 전도 반응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을 토대로 사람의 각성 수준과 즐거움이 광고 기억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어 사람의 감정이 광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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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스폰서십이 기업들이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

지만, 오늘날 스폰서십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명확한 계획 없

이 스폰서십을 난립하면서 스폰서십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회의

적인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포츠 스폰서십의 효과는 스포츠

팀이나 이벤트와 기업의 제휴를 통한 관계(relationship)를 바탕으로 기업

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

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Wilkinsons, 1993).

대부분의 스포츠 스폰서십 연구는 기존의 광고효과와 마찬가지로 노

출 빈도, 시간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또는 제품 구매 의도 향상과 같은

양적 변인에 집중되고 있다(Halling & Hansen, 2001). 하지만 스포츠 스

폰서십은 일반 광고와는 다르게 스포츠 경기의 감정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 양상에 따라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광고 인지 및 브랜드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스포츠가 시청자에게 만족, 실망,

놀라움, 긴장 등 다양한 감정을 끌어내기도 하고(Bal, Quester & Plewa,

2009) 경기 상황에 따라 A보드 광고가 주변으로 처리되어 미치는 영향

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 시청에서 시청자들의 감정을 고려한 광고효과 연

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언급했듯 각성은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고, 긍정적인 감정은 스폰서십 인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

다(Pham, 1992).

이에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봄으로

써 스포츠 시청자가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발생하는 각성이 스

포츠 스폰서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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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중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 양상을 바탕

으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를 기억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각성이 경기 양

상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실험 기계를 통해 살펴보고 이후 설문을 통해

즐거움을 파악하여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양상에 따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

다.

둘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의 차이가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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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소비자 감정반응

감정을 표현하는 개념으로는 affect, emotion, mood 등이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이 개념들을 혼용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Cohen과 Areni(1991) 연구에 따르면 affective를

emotion과 mood보다 상위개념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들은 이를 ‘valenced feeling state’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affect와 emotion을 비슷한 개념으로 바

라보았다(Burke & Edell, 1989; Edell & Burke, 1987). 이들의 연구에서

는 mood는 감정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더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생각하

였고, 감정은 느끼게 하는 대상이나 준거집단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소비자 행동에 있어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소

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 소비자의 감

정적 측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비과정에 있어 감정이 소비

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Hirschman &

Holbrook, 1982; 곽원일, 최원일, 2002; 김문섭, 김동태, 김재일, 2006).

Zajonc(1982)는 생각과 감정을 각각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보고,

감정반응이 인지적 처리 과정 없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먼저 생성

된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쳐 자극에 대한 태도, 선호 등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Hirschman and Holbrook(1982)의 논의를 시

작으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감정이 소비과정의 주요 동기로써 작용하는

쾌락적 소비(hedonic consumption)의 개념이 중요해 지면서 다양한 소비

맥락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감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감정

적 반응이 소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긍

정적 감정은 마케팅 자극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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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Dube, Cervellon, & Han, 2003; Mano, 1997; 최선형, 1993) 인지적

처리 및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Bagozzi, Gopinath, & Nyer, 1999;

Gardner, 1985; 최낙환, 2011), 모든 소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affect와 emotion을 같은 개

념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즐거움과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무드점화이론(Mood Congruent Priming Theory)

무드점화이론은 사람들이 특정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개

별 무드가 영향을 준다고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는 정보 처리적 접근 방

법(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중 태도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무드점화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판단한 정보를 부호화,

해석(Bower, 1981), 인출할 때(Isen et al., 1978) 사람들의 무드 상태와

일치하는 기억이나 개념들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 사람들이 무드와 일

치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즉, 무드와 일치하는 개념들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 그 개념에 접근 가능성을 증가시키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무

드와 일치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지니게

되는 이유는 마음속에 가장 빠르고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판단에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Tversky & Kahneman, 1973). 따라서, 긍

정적인 무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점화(priming) 단서로

작용하여 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어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무드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만든다(김자경, 2000).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많은 대상이나 상황에 다양한 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는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스

포츠를 시청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스포츠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무드가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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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같은 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점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

츠 경기를 시청하는 중 A보드 광고를 보았을 때 경기가 긍정적인 무드

를 만들어준다면 긍정적인 기억을 생각할 것이고 부정적인 무드를 만든

다면 부정적인 기억을 생각할 것이다. 이는 다시 광고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ldberg & Gorn, 1987). Mathur와 Chattopadhyay(1991)

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프로그램과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보여준 집

단을 비교하였을 때,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본 집단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성 전이 이론(Arousal Transfer Theory)

Zillmann(1971)에 따르면 각성 전이 이론은 감정의 강도는

Schachter(1964)가 말한 각성 수준의 함수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성 전이 이론은 이전 자극에서부터 시작된 각성이 연장되어 다음 자극

의 각성과 합쳐지게 되고 이는 후속 자극에 더 큰 감정반응을 유발한다

고 하였다. 또한, Zillmann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자극이 크면 클수록 TV

프로그램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각성 전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후속 연구인 Zillmann, Mody, Cantor(1974)에 따르면 각성 수준이 높

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각성 수준이 낮은 영화를 본 사람들보다 다음 자

극에 더 큰 감정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실험에서는 이후 슬픈 영화를 보

여줬고 각성 수준이 높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더 슬프다고 느꼈다. 또한,

Cantor, Bryant, Zillmann(1974)에 따르면 각성 수준이 높은 메시지를 읽

은 집단이 각성이 낮은 메시지를 본 집단에 비해 그다음으로 읽은 농담

에 더 큰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각성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선 잔여 각성이 후속 자극

에 착오 귀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각성이 착오 귀인의 기제에 속한

것으로 시청자들이 생체적으로는 각성이 되었으나 인지를 하지 못했을

때만 각성 전이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Mattes & Cantor,

1982). 즉, 스포츠 경기가 유발하는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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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준에 따라 광고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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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즐거움과 각성

즐거움(pleasure)은 인간의 중요한 동기체계를 구성하는 정서 중 하나

로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ubé and Le Bel,

2003). 이러한 즐거움에 대해선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진화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즐거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감정이 환경적 단서와 행동 사이에 매개 요소로 즐거

움과 각성의 연구 전통을 따르고 있다(Chebat & Michon, 2003). 각성과

즐거움의 개념은 Mehrabian과 Russell(1974)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들의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모형화된 감정 차원(PAD:Pleasure–

Arousal-Dominance)이 나타난다. PAD 척도는 각 차원당 6개의 항목씩

총 18개의 항목으로 개발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즐거움(pleasure)

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좋음, 기쁨, 행복, 만족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고, 각성(arousal)은 흥분이나 자극, 활동적임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

하고, 마지막으로 지배(dominance)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통제를 받거

나 자유롭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강소라,전방지,김유정,김연정, 2007).

이 세 가지 중 지배는 사람의 인지가 전제돼야 하므로 감정반응을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Russell & Barrett, 1999). 이들은 지

배가 인지적 해석(cognitive interpritation)이 필요하므로 정서적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지배를 제외

한 두 가지 직각 양극성 차원(two orthogonal dimensions)이 광범위한

환경의 정서적 혹은 감정적 반응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

들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감정을 2차원 적으로 간결하고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 감정적 상태를 연구할 때 다양

하게 적용되고 있다(Russell & Pratt, 1980). 이에 감정 차원 중 각성과

즐거움만으로도 인감의 감정 측정이 가능하다(Jun, Cho & Kwon, 2008).

이에 Ryu와 Jang(2007)은 감정 상태의 차원을 3가지가 아닌 2가지(즐거

움, 각성)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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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과 즐거움은 이중 차원의 감정 요인으로(Dube, Chenat, & Morin,

1995; Mano & Oliver, 1993), 마케팅 분야에서는 각성이 즐거움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Babin & Attaway, 2000; Wakefield &

Baker, 1998). 만약에 시청한 경기가 즐겁게 느껴졌다면, 각성은 즐거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Bigne, Andreu & Gnoth, 2005).

이러한 즐거움과 각성이라는 감정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됐다(김계석, 2006).

이러한 즐거움은 기억과도 연관이 있다. 기언은 인지적 반응으로 기억

을 통해 개인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만든다(lhabano,

Selemogwe, Balogun & Ibrahim, 2013). 사람들은 즐거웠던 삶의 순간을

계속 간직하고자 해서 즐거운 기억에 더 집착하게 된다(Belk,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즐거움과 각성을 통해 피험자의 감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피험자가 인지하지 못한 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체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각성을 파악할 것이고 즐거움은 자기기입 설문으로 파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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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로 유발된 감정과 A보드 광고효과

(1) 스포츠로 유발된 감정과 광고효과

오늘날 올림픽을 제외한 스포츠 TV 중계는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

니폼부터 A보드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시청자에게 노출되고 있다.

Wakefield, Becker-Olsen(2007)은 스폰서 브랜드에 높은 수준의 시각적

주의를 하고 있으면 브랜드 회상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Vale et al.(2009)의 연구에서 노출이 스폰서 인지에 정(+)적 영향을 준

다고 하여 지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스폰서십과 광고에 관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스포츠 팬들이 경기를 관람할 때 A보드 광고나

선수들 유니폼에 부착된 브랜드 등을 처리하는데 팬들의 동기, 능력, 정

보 처리 기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Batra and Ray,

1986; Macinnis and Jaworski 1989).

또한, 스포츠 경기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TV 프로그램보다 시청자들의 각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Raney, 2003). 스포츠 시청자들은 각성 자극 전이의 결과로 선수들과

함께 흥분, 기쁨, 슬픔 등 다양한 감정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다

양한 감정에 관한 연구는 James-Lange의 이론이 발표한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그 뒤로 감정에 영향을 받는 스포츠 스폰서십 효과 등

그 분야가 확장되어 연구되기 시작되었다(김재휘, 이해양, 2003).

Pavelchak, Antil, Much(1988)에 연구에 따르면 슈퍼볼 광고 기억이

슈퍼볼에 참가하는 연고지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 참여한 연고지 지역 팬들의 각성은 다른 지역 팬들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광고 기억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회상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강도의 원리(intensity principle)에 따르면 정보 입력 단계에서 감정

강도가 다음 자극에 대한 회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Dut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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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ugo, 1975).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TV 프로그램과 다르게 경기 흐

름이나 맥락에 따라 분위기가 변하는 스포츠 경기 시청 시 더 큰 감정과

각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 시청

자들의 각성 수준은 경기 내에 노출되는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송송미, 2017).

(2) A보드 광고효과

기업들은 본인들의 브랜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기업 정보

와 이미지를 노출 시켜 기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고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결국, 광고효과(advertising effect)는 광고 소비

자가 광고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 감정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보

아 커뮤니케이션 효과라고 볼 수 있다(양걸 & 곽정현 & 전익기, 2005).

스포츠 내에서 이러한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A보드 광고이다. A보드 광고는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경기장에

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축구와 농구 그리고 배

구가 차례대로 프로화되면서 스포츠의 상업화는 가속화되었고, 이와 함

께 A보드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광고효과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

가하였다. A보드 광고는 경기장에 있으면서 관중들이 스포츠 시합을 보

면서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스포츠 중계가 보편화

되면서 A보드 광고는 경기장을 직접 찾은 관중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

계 시청자들에게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러

한 A보드 광고효과는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 의도에 매우 효과적

이었고, 기업들은 A보드 광고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양걸

& 곽정현 & 전인기, 2005).

A보드 광고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현대·기아 자

동차를 예로 들 수 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1999년 미국 여자 월드컵

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유일한 FIFA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FIFA 월드컵에 A보드 광고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이 중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총 56경기에서 154골 장면이 나왔는데 그중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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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자동차의 A보드 노출 빈도가 8차례씩 총 16차례로 총 20여 개의

공식 스폰서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4). 이에 현

대·기아차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공식 스폰서로 A보드 광고를

노출하였으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FIFA 스폰서 계약을 연장 체

결하였다. 이러한 노출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기업 선호도도 함께 상승시키는 효과를 누

릴 수 있었다.

이러한 A보드와 같은 스폰서십 효과는 기존에 미디어 노출 시간 측정

등 단순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왔다(Cornwell, 2008; Crompton, 2004), 이

후 스폰서십 효과를 소비자 중심으로 한 연구는 Cornwell, Weeks and

Roy(2005)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 중계는 다른

TV 프로그램과 달리 경기 흐름과 플레이의 위치에 따라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거나 전환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

고, 스포츠 경기 시청자들은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 짧은 노출의 경우 배

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단순 노출 시간이

나 빈도수로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송

송미, 2017).

A보드 광고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구매 의도 향상에도 효

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totlar, 1993). 스포츠 경기 시청자들에게

A보드는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나 이미지를 노출

시키지만, 스포츠 경기 시청자들은 A보드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내용, 선수, 플레이에 더 많은 관심을 주기 때문에 A

보드 광고는 기존 일반 광고와는 다른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해야 한

다(송송미, 2017).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PPL(Products In Placement)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PPL은 오늘날 TV

프로그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 형태 중 하나로 최근에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PPL 형태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김재휘, 이해양(2003)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주인공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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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PPL 광고 노출효과가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A보드

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보드 광고 역시 스포츠 시청자들에게 큰 인식이 되지 않아

공고 노출효과나 집중도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상업

적인 의도를 보이지 않고 무의식중에 브랜드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인식

시킨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김재휘, 이해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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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체 심리학적 지표를 통한 감정반응 측정

각성은 긴장 상태로 외부 자극으로 인해 뇌의 교감신경계가 흥분한

상태를 의미한다. 일정 수준의 각성은 긴장이 해소되면서 안도감, 성취감

등 긍정적인 감정으로 느껴줄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이 벗어나거나 너무

심한 긴장을 하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민성길, 2004).

각성은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에

의해 자극되는 전기 활성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교감신경은 척수

에서 시작하여 장기, 혈관, 땀샘 등 많은 곳에 분포하여 외부 자극으로부

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장주연, 2016). 감정적 자극과 관련된

흥분이 증가함에 따라 교감신경과 관계된 에크린한선(eccrine sweat

gland)에서 땀을 분비하며, 이 에크리한선은 온도변화에 반응하는 다른

땀샘과 달리 심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승조, 2008).

이러한 에크린한선은 손과 발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긴장

하거나 각성이 높아지면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에크린한선에서

땀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피부의 발한은 피부 전기활동(EDA, electrodermal activity)의 변화와

관련된다(Potter & Bolls, 2012; Tuch et al., 2009). 이에 앞서 언급했듯,

에크리한선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전극을 부착하여

피부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자극이나 반응에

대한 생체 심리학적 각성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Gangadharbatla,

Bradley, & Wise, 2013; Groeppel-Klein & Baun, 2001; Mandryk,

Inkpen, & Calvert, 2006; Somervuori & Ravaja, 2013).

현재 진행된 각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는 대부분 자기기입 설문 방식으

로 측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기기입 설문 방식은 피험자의 반응 경향성, 심

리적 압박, 실제 자극과 응답 사이의 시간차 등에 의해 편향될 수 있다

(Groeppel-Klein & Baun, 2001; Potter & Bolls, 2012). 이와 함께 각성과 같

은 감정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시훈 외, 2011).



- 17 -

5. 명시적 기억 특징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종류는 각각 명시적 기억

(explicit memory)과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이다.

명시적 기억은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의 종류로 어떤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재인이나 회상으로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기억을 의미한다(Krishnan & Chakravatti, 1999). 암묵적 기억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회상 없이 비의도적으로 이뤄지

는 파지 현상(retention)을 의미한다(오인애, 2016).

이 중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명시적 기억의 특징을 살펴보면, 명시적

기억은 개념 주도적 처리(conceptually driven processing)방식에 의존하

여 정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은 의미적이고 개념적이다. 이러한 명시적

기억은 직접적 기억, 의도적 기억, 혹은 의식적 기억이라 불린다. 명시적

기억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정의하는 연구자들

도 있다(Hockenbury and Hockenbury, 2000). 명시적 기억을 측정할 때

검사자에게 학습 일화를 의도적으로 인출하도록 요구하여 측정하는 검사

를 진행한다. 이러한 검사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회상 검

사(recall test)와 재인 검사(recognition test)이다. 이 두 가지 검사를 통

해서 기억 정도의 정확률을 파악하는 것으로 명시적 기억을 측정하게 된

다(이정모 외, 1999).

회상 검사는 학습된 정보를 검사자가 스스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후 주어진 단서 없이 주관식으로 “앞서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대

로 모두 기록하십시오.”라고 물어보면 회상 검사가 되는 것이다. 반면,

재인 검사의 경우 학습 후 학습과 관련된 단서가 주어진 뒤 검사자가 스

스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식 & 백형조, 2004). 예를 들어 학습

한 뒤 객관식으로 “다음 중 앞서 학습한 내용이 많은 것을 고르시오.”와

같은 질문이 재인 검사로 해당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억과 관련된 광고효과 연구는 회상에 의한 명시적 기억으

로 진행되어왔다. 광고에 노출된 뒤 스스로 광고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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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광고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에는 보조 회상, 비보조 회상, 자

유 회상이 있다. 보조 회상(aided recall)은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

서를 제공하여 회상을 유도하는 방법이고, 비보조 회상(unaided recall)은

단서를 전혀 주어지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다. 자유 회상(free recall)은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피험자의 기억에만 의지하여 회상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답은 어렵지만, 피험자 기억에 있는

정보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훈철, 2005).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식으로 설문을 진행하고자 단서를 전혀 주어지

지 않고 회상 검사를 진행하는 비보조 회상 검사로 회상 검사를 진행하

도록 할 것이다.

광고효과를 명시적 기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회상

과 재인 측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접근되었다(송송미, 2017). 배너광고의

혼잡도와 웹사이트 콘텐츠 관여도가 배너 광고의 기억 효과에 대한 연구

(홍종필 & 마영애, 2006), 성적 소구 광고에 대한 노출과 소비자 응시

상황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시훈 외, 2011) 등의 연구

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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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상황에 따른 각성 상태를 생체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함께 즐거움이 A보드 광고 브랜드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각성을 생체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고, 즐거움과 함께 스포츠 스폰서십 광

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서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들을 근거로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모형은 아래와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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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 높은 각성인 상태에서 기억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Maljkovic &

Martini, 2005; Ochsner, 2000). Kensinger(2006; 2011)는 부정적 각성을

유발하는 정보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정보보다 기억에 더 오래 남는

다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각성이 기억을 생

생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기기억

(short-term memory)에 대한 검증에서도 감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긍정적인 감정이 기억에 대한 축적 속도는 일

정하게 유지되지만, 부정적인 감정(각성)에 대해서는 축적 속도가 더 빨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ljkovic & Martini, 2005). 따라서 각성 정도

가 높을수록 기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서 언급했듯 경기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각성은 기존의 기

억 연구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결

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기 양상이 접전일수록 그 결과를 알기가 더

어려워 사람의 각성은 높아지고 경기에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각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 양상 결국 기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각각의 경기 양상과 즐거움이 A보드 광

고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

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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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즐거움에는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

학적 각성에 따라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a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b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3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

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a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3-b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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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상황에 따른 생체 심리학적 각성 수준과 즐거

움이 A보드 광고 브랜드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해 피험자의 각성 상태를 Biopic 사 MP -160을 활용해 측정

된 EDA를 바탕으로 알아보자 한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경기 양상을 통

해 생리적 각성을 확인하고 또 다른 독립변인인 즐거움과 종속 변인인

광고에 대한 기억은 사후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1) 실험 조작물 선정

본 연구는 실험 자극물인 스포츠 경기 동영상을 선정함에 앞서 경기

양상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피험자에게 2가지 종류의 영상에 대해

각각의 양상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즉, 경기가 흥미진진한 경

기와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기로 경기 양상을 나누고자 한다. 이를 가능

하게 하도록 동일한 경기를 점수 조작을 바탕으로 조작하고자 한다. 또

한, 경기에 대한 관여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외에서 진행된 리그 경

기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A보드에 나오는 광고의 브랜드에 대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최대

한 통제하기 위해 국내에서 일어난 경기가 아닌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

대회를 선정하였으며, 각 광고 브랜드들에 대한 기억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기 때문에 A보드가 중계에 나타나는 시간을 동일하게 통제하고자

하고 이에 중계 중 풀샷이 많이 잡혀 시간 통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농구 경기를 실험 조작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25일에 진행된 NCAA Big12 &

SEC Challenge 중 Kentucky대와 Texas 공대가 펼친 경기를 편집하여

실험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이 경기 중 후반전 14분 29초를 시작으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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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출 시간을 맞춰 6분 42초 영상으로 편집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 양상을 조작하기 위해 하나의 영상은 동점으로 끝나

게 편집하였고 다른 하나의 영상은 경기 종료 시 15점 차이가 나도록 편

집하였다.

편집한 영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동점으로 끝나는 경기

<그림 3> 15점 차로 끝나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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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광고가 나오는 시간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광고와 시간이 선정 시간보다 많이 나오는 광고는 편집을 통해 가

릴 수 있게 만들었다. 기억을 확인하고자 선정된 브랜드 광고는 26초~30

초 내로 노출하도록 조작하였다. 선정된 브랜드의 A보드 광고 모형과

노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광고 브랜드 로고 노출 시간

26초

27초

31초

26초

31초

30초

26초

<표 1> A보드 광고 브랜드 로고 및 노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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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총 2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기 양상에 따라 흥미

진진한 경기와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기에서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각

그룹에 15명씩 배치하여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외부인의 건물 출입이 통제되어 실험

에 참여하기 어려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 장비

본 실험은 정확한 EDA 측정을 위해 피험자들에겐 실험 목적을 알리

지 않고 자유롭게 경기를 즐기도록 하였다. EDA 측정은 Biopac 사의

MP -160을 활용할 예정이다.

실험 장비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그림 4> MP -160 본체 및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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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1) 본 실험

앞서 언급한 Biopac 사 MP -160은 사람의 피부 전도에 따른 각성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총 세 곳에 수신기를 부

착하여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수신기를 부착한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MP-160 수신기 부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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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험이 시작되기 전 EDA를 활용한 GSR이 정확히 측정되기 위

해서 실험 장치 상황과 실험 환경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였고, 영상

을 보여주기 전에 개인별 EDA 값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실험 장비를

설치한 후 영상을 보기 전에 1분간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후에 데이터 분

석 시 활용하였다. 1분간의 베이스라인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바로 영상

을 틀어 6분 42초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피부전

도 반응은 베이스라인과 영상을 보는 시간 총 7분 42초 내외 동안 측정

하였다. 실험 장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 실험 장면

실험이 끝난 뒤, 사후 검사를 통해 즐거움과 광고 기억 정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후 검사는 설문지로 진행되었으며, 즐거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험 후 바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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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사후조사 도구는 설문지로 기존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실험을 실시한 뒤, 완성된 설문지를 사용하

여 피험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성

각성은 메시지에 의해 피험자가 얼마나 긴장 혹은 흥분되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각성은 정서적 경험임과 동시에 생리적 반응이다.

따라서 각성의 측정은 시청자들이 느끼는 강렬함이나 흥분감의 주관적

정도를 자기 보고(self-report)를 통해 얻을 수도 있고 피부 전도(skin

conductance)와 같은 생리적 지표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Lang,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앞서 언급한 대로 Biopac 사의

MP -160 실험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예정이다

2) 명시적 기억 검사

명시적 기억을 검사할 수 있는 회상 검사와 재인 검사를 설문에 포함

하였다. 회상 검사의 경우, 영상에서 보았던 A보드에 있던 브랜드를 생

각나는 대로 모두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들 중 앞서 언급한 7개 브랜드

에 대해 정답을 제시한 비율을 명시적 기억의 회상으로 조작적 정의하였

다. 영어로 브랜드가 나와 알파벳 오류나 한글로 적은 경우도 모두 맞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인 검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7개의 브랜드의 광고

디자인 중 A보드 광고와 동일한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 두 가지를 제시

하고 이들 중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진행하였다. 즉, 재인 검사는 양

자택일 방식으로 둘 중 영상에 나왔다고 생각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전

체 맞춘 개수의 비율을 명시적 기억의 재인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또한, 광고 브랜드에 대해 이전에 알고 있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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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친숙도 파악을 위해 3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설문하여 파악하

였다.

3) 즐거움 검사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확인 할 수 있도록 Gan et al(1997)의 즐거움

척도를 설문에 함께 넣어 검사하였다. 총 7개의 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부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만들어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4. 자료 처리 방법

(1) 생체 심리학적 각성 분석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Biopac 사에서 나온 MP- 160 기계를 사용하여

수신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AcqKnowledge 5.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하였다.

설정을 통하여 EDA를 1초에 1개씩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결정하

였다. 이는 이후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계산할 시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

해 결정하였다.

실험 후 그래프로 나온 데이터를 Excel을 통해 수치화시킨 후 30초

단위로 평균을 내어 베이스라인을 활용하여 개인별 차를 조정했다. 실험

은 통해 나온 AcqKnowledge 5.0에 표현된 데이터의 모습과 Excel을 통

해 수치화한 데이터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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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cqKnowledge 5.0 EDA 그래프 데이터

<그림 8> 그래프 데이터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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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측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 중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거나 평균과

맞지 않는 이상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선정된 데이터를 IBM SPSS

Statistics 22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여 두 영상에

서 일어난 각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2) 설문 분석

본 실험 후 설문을 통해 즐거움과 A보드 광고에 대한 명시적 기억을

측정하였다. 설문 중 성실하지 않게 답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IBM SPSS

Statistics 22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으로는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데이터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종속 변인인 A보드 광고에 대한 명

시적 기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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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1) 인구통계학적 속성

피험자는 서울대 체육교육과 대학원생 30명을 표집하여 진행하였다.

그 중 이상치와 설문을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피험자 그리고 A보드 광

고에 관여도가 높은 피험자 6명을 제외하여 유효표본은 총 24명이 되었

다. 이 중 남성은 17명(70.8%), 여성은 7명(29.2%)였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대 초반이 1명(4.2%), 20대 중·후반이 14명(58.3%), 마지막으로

30대 이상이 9명(37.5%)로 나타났다.

구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7명(70.8%)

여성 7명(29.2%)

합계 24명(100%)

연령

20세~24세 1명(4.2%)

25~29세 14명(58.3%)

30세 이상 9명(37.5%)

합계 24명(100%)

<표 2> 인구통계학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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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에 사용된 NCAA 농구 영상으로부터 발생한 즐거움의 평균값은

4.4107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2.2857, 최댓값은 6.0으로 나타났다. 명시

적 기억 검사 중 회상 기억 검사는 최솟값 0, 최댓값 2.0으로 평균 0.333

으로 나타났다. 재인 기억 검사의 경우 최솟값은 2.0, 최댓값은 7.0 평균

4.2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와 같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즐거움 24 2.2857 6 4.4107 1.0087

회상 기억 24 0 2 .333 .6370

재인 기억 24 2 7 4.250 1.4818

<표 3>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2. 가설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실험에서 활용된 농구 경기 영상에 있는 경기

양상의 차이가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차이를 유발했는지 알아보고자 실

험 물 조작 검증을 실시하였다. 영상은 앞서서 언급했듯 점수 조작을 통

해 동점으로 끝나는 경기와 15점 차로 끝나는 경기로 경기 양상을 구분

하였다. 각각의 데이터를 30초로 평균을 내어 13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냈으며 그 중 광고가 나오지 않는 초반 30초를 제외한 1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측정 ANOVA를 활용해서 각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각 시

기별 평균의 차이와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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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평균 표준 편차 N

360s~390s
1 -.000136720717102 .001418430028200 12
2 -.000453659831276 .001036635603385 12
총계 -.000295190274189 .001225717726259 24

330s~360s
1 .000299850192187 .001250568285947 12
2 -.000932616265738 .002461817092055 12
총계 -.000316383036776 .002010655854252 24

300s~330s
1 .000181170721700 .001166237322023 12
2 -.000364650228412 .001457067263859 12
총계 -.000091739753356 .001320444961022 24

270s~300s
1 .000410052557638 .001343486421526 12
2 -.000407035753585 .001653641081520 12
총계 .000001508402026 .001531412112689 24

240s~270s
1 .000164216511631 .001598987810826 12
2 -.000449421278759 .001625496031247 12
총계 -.000142602383564 .001607702939536 24

210s~240s
1 .000223556246874 .001144253121874 12
2 -.000423989963655 .001538424061257 12
총계 -.000100216858390 .001366566601561 24

180s~210s
1 .000066729803732 .001773972440818 12
2 -.000924139160703 .002274748977224 12
총계 -.000428704678486 .002058143953429 24

150s~180s
1 -.000221491767449 .001126897321266 12
2 -.000368888780929 .001048839128564 12
총계 -.000295190274189 .001067299054921 24

120s~150s
1 -.000068903876824 .001080209695450 12
2 -.000432467068689 .001875779237294 12
총계 -.000250685472757 .001508418077673 24

90s~120s
1 .000232033351909 .000727228864260 12
2 -.000563862196728 .001280845289196 12
총계 -.000165914422409 .001096722183136 24

60s~90s
1 .000516016370572 .000982217715836 12
2 -.000618963379453 .001028287202655 12
총계 -.000051473504441 .001141556194406 24

30s~60s
1 -.000454612155904 .001496169840865 12
2 -.001013148763568 .001449442799984 12
총계 -.000733880459736 .001468588107927 24

<표 4> 조작 검증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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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영상 간에 각성의 차이는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 있다.

<그림 9> 영상별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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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면 두 그룹 간의 각성은 충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에 따르면 유의수준이 0.081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부분 에타

제곱

절편 1.648E-5 1 1.648E-5 1.648 .213 .070

TL 3.333E-5 1 3.333E-5 3.334 .081 .132

오류 .000 22 9.999E-6

<표 5> 조작 검정 중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1) H-1 :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즐거움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서 실험군에서 각성의 차이를 확인한 뒤, 각 영상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설문으로 수집한 즐거움에 관한 데이터를 T-test로 확인

했다. 그 결과 t값은 0.312(p>.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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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N 평균 표준편차
표준 오차

평균

즐거움

1.0 12 4.47619 .9463 .27317

2.0 12 4.34524 1.1057 .31918

<표 6>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른 즐거움 그룹 통계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t df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표준 오류

편차

즐거움

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312 22 .758 .13095 .4201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12 21.488 .758 .13095 .42012

<표 7>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른 즐거움 독립표본 검정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즐거움 문항 중 5번 문항(이 영상은 나를 매료

시켰다.)과 7번 문항(나는 이 영상이 좋았다.)은 각각 t=0.921(p<.05),

t=1.557(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5

개의 문항에서는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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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평균 차이

즐거움

1

등분산을 가정함 .439 .514 .121 22 .083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21 21.857 .0833

즐거움

3

등분산을 가정함 1.290 .268 .000 22 .000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00 20.075 .0000

즐거움

5

등분산을 가정함 5.121 .034 .921 22 .583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921 18.007 .5833

즐거움

6

등분산을 가정함 .623 .438 -.304 22 -.166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04 21.560 -.1667

즐거움

7

등분산을 가정함 8.731 .007 1.557 22 .833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557 15.687 .8333

<표 8> 즐거움 문항별 독립표본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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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2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a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

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부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

래 표와 같다.

독립변수
회상 기억 검사

B t값(유의도)

상수 0.333 0.793(0.436)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0.000 0.000(1.000)

통계량 =0, 수정된 =-0.045, F=0, p>.05

<표 9> 각성이 회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0, F=0, p>.0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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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가설 H-2-b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

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0.211, F=5.891,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수

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회귀분석을 돌린 결

과는 아래 표와 같다.

독립변수
재언 기억 검사

B t값(유의도)

상수 2.250 2.590(0.017)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1.333 2.427(0.024)

통계량 =0.211, 수정된 =0.175, F=5.891, p<.05

<표 10> 각성이 재언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따라서 점수 차가 작은 흥미진진한 경기에서는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게 나타나고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의 A보드 광고 재언 기억은 점수 차

가 크게 나타나는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A

보드 광고 재언 기억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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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3 :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a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

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0.058, F=0.036, p>.05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회상 기억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립변수
A보드 광고 기억

B t값(유의도)

상수 0.503 0.656(0.519)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0.005 -0.018(0.986)

즐거움 -0.037 -0.267(0.792)

통계량
=0.058, 수정된 =0.003, F=0.036,

p>.05

<표 11>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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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032 2 .016 .036 .965b

잔차 9.302 21 .443

총계 9.333 23

a. 종속 변수: Recall

b. 예측변수: (상수), 즐거움 평균, T/L

<표12>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가설 H-3-b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

과 =0.264, F=3.763, p<.05로 가설 H-3는 지지되었다. 즉, 각성과 즐거

움은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A보드 광고 기억

B t값(유의도)

상수 0.694 0.453(0.665)

생체 심리학적 각성

차이
1.378 2.531(0.019)

즐거움 0.338 1.225(0.234)

통계량
=0.264, 수정된 =0.175, F=3.763,

p<.05

<표 13>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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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13.325 2 6.662 3.763 .040b

잔차 37.175 21 1.770

총계 50.500 23

a. 종속 변수: Recognition

b. 예측변수: (상수), T/L, 즐거움 평균

<표14>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가설3에 따르면, A보드 광고 명시적 기억에서 각성과 즐거움은 학습

된 내용에 단서가 주어지는 재인 기억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주어진 단서가 없이 본인이 스스로 기억을 해내야 하는 회상

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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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결과 표

위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결과

가설 H-1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즐거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H-2-a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

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은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H-2-b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

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을수록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은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H-3-a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

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회상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H-3-b

스포츠 경기에서 시청자가 A보드에 노출

되었을 시,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표 13> 가설 검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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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상황에 따른 각성 상태를 생체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함께 즐거움이 A보드 광고 브랜드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체 심

리학적 각성을 실험 장비를 통해 알아보았다. 경기 양상에 따라 달라지

는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영상이지만 점수를 동점으

로 끝나는 경기와 15점 차로 끝나는 경기로 편집하여 조작하였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실험 장비를 통해 EDA 값을 측정하여 30초씩 평균을

내서 활용하였으며, 영상 중 A보드 광고가 나오지 않은 초반 30초의 데

이터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코로

나 19의 영향으로 총 30명의 대학원생을 피험자로 선정하였고 그 중 이

상치를 제외한 26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피험자들은

왼손에 수신기를 부착하고 데이터 기준점을 만든 후 영상을 시청하여 각

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영상 간의 생체 심리학적 각성의 차

이를 파악하였다. A보드 광고 기억은 명시적 기억만 파악하였으며, 이를

회상 기억 검사와 재인 기억 검사로 나눠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즐거움

이 각성과 함께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Gan et

al(1997)의 즐거움 척도를 함께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각성이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와 달리 생체 심리학적

측정을 통해 각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각성 상태

에서의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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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양상과 생체 심리학적 각성

피험자들의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차이를 두기 위해 경기 양상 편집

으로 점수 차가 적은 경기와 큰 경기로 나눠 두 영상을 나눠서 피험자에

게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를 시청하면서 실험 장비를 통해 생체 심리학

적 각성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점수 차가 적고 동점으로 끝나는 흥미진진한 경기의 경우 점

수 차가 크게 나는 상황에서 15점 차로 끝나는 일방적인 경기에 비해 생

체 심리학적 각성이 더 높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

가설 H-1은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설정하였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실험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얻었

으며, 즐거움의 경우 영상을 다 본 뒤 설문을 통해 7가지 문항을 7점 척

도로 알아보았다.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생체 심리학적 각성의 차이는

즐거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 심리학적 각

성이 높은 흥미진진한 경기를 봐도 피험자의 즐거움은 일방적인 경기를

본 피험자의 즐거움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생체 심리학적 각성

이 높다고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할 수 있다.

3.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A보드 광고 기억

가설 H-2은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각성이 높을수록 기억은 높

아지게 된다고 하였지만, A보드의 경우 경기를 시청하는 중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성이 높은 상태지만 기억이 높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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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사람들이 주로 시청하는 것은 A보드가 아니라 경기 내용이기 때

문이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많이 집중했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정보에 속하는 A보드 광고 기

억력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명시적 기억은 주의

정도가 높은 주의적 광고 노출 상황에서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주의 정

도가 낮은 부수적 광고 노출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Debner et al, 1994; Shapiro et al, 2001).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조작된 영상을 통해 생체 심리학적 각성

의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회상(Recall)과 재인(Recognition) 검사를 설문

해 파악하였다. 피험자들은 영상 내에서 7개의 A보드 광고 브랜드를 보

게 될 것이고 회상 검사는 영상 내에 나온 A보드 광고 브랜드를 기술하

라고 지시하였고, 재인 검사는 영상 내에 나온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다

양한 디자인 중 A보드 광고와 같은 디자인을 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명시적 기억 중 회상 기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을 본 피험자들은 A보드를 높은 주의력으로 바라보지 않

았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회상 기억은 생체 심리학적 각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인 기억의 경

우 생체 심리학적 각성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경기를 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집단의 피험

자들이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높은 집단의 피험자에 비해 1.3개를 더 맞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흥미진진한 경기에 비해 일방적인 경기에서의

A보드 광고 재인 기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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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

가설 H-3은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험과 설문을

통해 데이터들 수집하였고 이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 모두 A보드 광고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0.264로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설명력이 높진 않지만, A보드 광고 기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과거 감정과 A보드 광고 기억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감정을 실험

후 설문을 통해서 실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

으로 변화하는 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생체 심리학적 각성을 측정하

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각성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기 응답 방식의 설문에 의존했던 이전 연구보다 객관적이고 정

확한 데이터를 통해 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로는 스포츠 경기의 규모, 리그 라이벌전 등 사

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경기 이외 일반적 경기에서도 A보드 광고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상황에서 명시적 기억 중 재인 기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유명한 경기뿐만이 아니라 강팀과 약팀의 일방적인 경기를

후원하는 것에도 광고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 기업

은 경기의 중요도가 높은 경기나 유명한 선수가 있는 팀, 리그 라이벌전

등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경기에 광고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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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들은 A보드 광고 비용 역시 일반적인 경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일방적인 경기에서 A보드 광고 기

억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업은 더 저렴한 비용에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 의의와 학문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

지 제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피험자들의 NCAA 혹은 농구에

관한 관여도를 측정하지 않아 개개인의 차이를 컨트롤 할 수 없었다. 이

와 함께 피험자 대상이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되

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추

후의 연구에서는 관여도와 함께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다면 더 정확한 연구 결과와 일반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영상을 활용한 실험연구는 Between subject보다 within subject

design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별 차이를 조정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하

지만 본 실험에서는 Between subject를 활용하여 개인별 차이를 조정하

는데 베이스라인에 의존하게 된 점에서 조작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실험 장치 설정에 있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 이를 활용했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을 것

으로 예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완벽한 실험 설계를 만든다면 조

작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것이며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각성은 생체 심리학적 방법으로 파악하였으나 즐거움은

자기설문기입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성과

즐거움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둘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장치에 즐거움을 파악할 수

있는 안면 근전도와 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피부 전기도를 동시에 활용

하여 파악한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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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스포츠 중계에서 A보드 광고는 스포츠 스폰서십에서 대표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방법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긍

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 양상에 따라 생체 심

리학적 각성의 차이와 즐거움이 A보드 광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양상에 따라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차이를 보인다.

둘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은 즐거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이 낮은 경기가 높은 경기에 비해 A보드 광

고에 재언 기억은 높다.

넷째, 생체 심리학적 각성과 즐거움은 A보드 광고 재언 기억에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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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Psychophysiological Arousal and

Enjoyment on A-board Brand

Recognition

Kim, Jih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ard advertisements have become a prominent form of

sponsorship rights activation, as they are an unobtrusive method of

exposing their brands to not only the viewers physically at the

stadium, but also the viewers watching at home. Past studies indicate

that a-board advertisements positively influence brand image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s the brand. Thu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sychophysiological

arousal induced by game content characteristics (close game vs

lop-sided) and enjoyment on the recognition of a-board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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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a total of 24 graduate students. To

measure psychophysiological arousal, electrodermal activity (EDA)

data was collected with the Biopac MP-160 unit while participants

viewed one of the two stimulus videos of part of a NCAA basketball

game. An NCAA game was chosen as the stimulus material to

minimize the effects of brand awareness and sports league

involvement. After viewing the stimulus video participants answered

questionnaire items regarding enjoyment, brand recognition, and brand

familiar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tilizing the SPSS 22.0

statistical package. Statistical analyse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repeated-measures ANOVA,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physiological arousal were

found depending on the game characteristics.

Seco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njoyment based on psychophysiological arousal.

Third, a-board brand recognition was higher for the low

psychophysiological arousal game compared to high arousal game.

Fourth, psychophysiological arousal had a positive effect on

a-board brand recognition.

Keywords: EDA, Arousal, Enjoyment, A-board advertisement,

Explicit Memory

Student Number: 2018-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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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명시적 기억, 즐거움, 광고 관여도 설문

1. 본 설문지는 경기 속 A보드(광고판)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회상

(Recall)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시청하셨던 영상에서 보았던 A보드(광고판) 브랜드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기술해주십시오.

<답안>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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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설문지는 경기 속 A보드(광고판)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재인

(Recognition)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시청하셨던 영상에서 보았던 A보드(광고판)에 나온 맞는 디자인

을 찾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v

1.

2.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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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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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랜드

영상에서 본 A보드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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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설문지는 경기 속 A보드(광고판) 브랜드에 대한 귀하의 친숙

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StubHub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

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UPS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

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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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Fargo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AT&T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CovenantHealth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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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ER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First care

구

분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

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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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설문지는 경기 시청 중 즐거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설문

입니다.

문

항
질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이 영상은 날 흥분시켰다.

2 나는 이 영상이 싫었다.

3
이 영상은 내 기분을 좋게 만

들었다.

4
이 영상은 나를 지루하게 만들

었다.

5 이 영상은 나를 매료시켰다.

6 나는 이 영상을 즐겼다.

7 나는 이 영상이 좋았다.



- 73 -

※ 아래의 설문 문항들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➀ 남성         ➁ 여성

2. 당신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⓵ 20대         ② 30대

3. 당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고졸         ➁ 대졸         ➂ 대학원 재학        

➃ 대학원 졸업  ➄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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