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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소구, 관여도, 설득지식에 따른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 효과
2)3)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광고소구, 관여도, 설득지식에 따른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의 효과를 실험을 통
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광고소구에 따라 정보형과 흥미형으로 구분하고, 관여도에 따라
고관여 제품광고(노트북PC), 저관여 제품광고(캔커피)로 나누었다. 총 4개의 동영상 네
이티브 광고 형태로 구분하여 광고효과를 조사하였다. 피험자는 20∼30대 대학생과 직
장인을 포함한 일반인 320명을 선정했다. 4개의 실험광고물을 80명씩 무작위로 할당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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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집단에 각각 다른 실험광고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사용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실험1에서,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는 광고소구에 있어서 흥미형보다는 정보형
이 구매의도에 있어서 높은 광고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관여도에 있어서 고관여 제품
보다 저관여 제품에서 광고효과(브랜드태도,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광고태도에 있
어서는 광고소구, 관여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실험2에서,
광고태도에 대한 설득지식수준과 광고소구 방식 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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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광고소구유형, 관여도, 설득지식수준에 따른 수용
자가 지각하는 광고효과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고 동영상 네이티
브 광고 전략수립 시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 광고소구, 관여도, 설득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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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형태에 대한 연구사례가 부족하다. 페이스
북은 동영상 광고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이

오늘날 소비자들은 다변화된 미디어의 영향으로 다

상을 차지한다. 또한, 미국 로컬미디어 분석 및

양한 접점에서 광고와 접촉하게 되지만, 수많은 광

컨설팅 업체인 비아이에이켈세이(BIA/Kelsey)

고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며 광고를 기피하고 회피

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U.S. Local Advertising

하는 경향을 보인다(소현진·박범순, 2008; 이정

Forcast 2016’에 따르면 네이티브소셜 광고는 모

아·류지연, 2005; Chaffey, 2015). 이에 따라 광

바일 광고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포맷 중 하나

고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되었고 광고의

로 지역 타기팅 광고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16

효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네이티브 광고(native

년 19.8%에서 2020년 28.1%으로 급성장할 것으

advertising)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로 예상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

되었고 디스플레이 배너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기피

는 72초 TV영상과 더불어 동영상 형태의 네이티

심리로 위축된 디지털 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브 광고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있다(IPG Media Lab, 2013; IAB, 2013). 네이티

동영상 형태의 네이티브 광고 유형에 어떻게 반응

브 광고는 ‘태어난 곳, 토박이’라는 뜻을 지닌 네이

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티브(native)와 광고(advertising)의 합성어다. 해

는 먼저, 네이티브 광고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

당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해당 콘텐츠와 함께 자

영상 네이티브 광고를 광고소구, 관여도에 따라 분

연스럽게 녹아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DMC리포트,

류하여 네이티브 광고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6). 사용자(user)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면서 상

그리고 네이티브 광고는 소셜미디어에서 게재

품 및 서비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되고 공유되므로 소비자의 능동적인 반응과 참여

점에서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기사형 광고와

를 전제로 한다. 지각된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 연

차이가 있다. 페이스북(http://facebook.com)에

구(심성욱, 2009)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소비자들

나타나는 스폰서(sponsored) 광고가 대표적인 네

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해 원하는 정보

이티브 광고의 사례이다(이주희·문장호, 2015).

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네이티브 광고는 퍼블리셔(publisher)나 광고회사

설득지식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가 얼마나 능동적

입장에서는 갈수록 감소하는 기존 광고를 대신할

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광고효과를 설득지식모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광고주 입장에서는 현

(persuasion knowlegde model)을 통해 살펴 볼

명해진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광고소구, 관여도에 따른

모색하고 있다.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광고

네이티브 광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동

소구, 관여도, 설득지식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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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Times)와 같은 뉴스사의 웹사이트에 기사형태로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삽입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서는 피드형태로, 트위

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터(Twitter)에서는 스폰서드 트위터 메시지로 게재
되기도 한다(김미경·이혜규, 2016).
이처럼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의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
을 나타낸다. 첫째, 네이티브 광고는 광고가 게재되

네이티브 광고

는 플랫폼의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노출되는 방식이다. 둘째, 해당 미디어 플랫폼의 콘

애드버타이징 에이지(Advertising Age)의 2013년

텐츠와 유사한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

9 월 기사에 따르면 네이티브 광고는 “전달하고자 하

형화된 광고형식이 아니라 광고 같지 않은 광고형

는 메시지가 편집된 콘텐츠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

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네이티브 광고는

으며 ‘스폰서드(Sponsored)’나 ‘파트너(Partner)’와

광고사용의도가 높게 나타난다. 개인화된 광고는

같이 다른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마케터들

소비자의 관심과 능동적 참여를 이끌 수 있으므로

은 소비자들에게 네이티브 광고를 통해 신뢰와 고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나 회피현상이 적기 때문이

객 호감도를 생성하길 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넷째, 네이티브 광고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

(정다혜, 2015). 국내 대표적 디지털 미디어렙사 중

므로 실시간 효과측정이 가능하다(박현주, 2014).

하나인 메조미디어(2014)는 “광고 콘텐츠가 서비

2013 년 미국의 인터랙티브광고협회(IAB;

스 내에 통합된 형태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광고

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에서 네이티브 광

형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전에 없던 새로운

고 플레이북(playbook)을 통해 네이티브 광고 유형

방식이라기보다 기존 온라인 광고효과 하락에 대

들을 인피드 광고(in-feed units), 유료 검색 광고

한 대안이자,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하는 변화에 대

(paid search units), 추천 위젯(recommendation

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최근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widgets), 프로모션 목록(promoted listings), 인

고 설명한다.

ᐨ애드(in-ad banner), 플랫폼 맞춤형(custom)의

또한, 해당 플랫폼에 맞게 제시되는 마케팅 커뮤

총 6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IAB, 2013).

니케이션(desired marketing communications

네이티브 광고의 집행형태의 현황을 살펴보면

that appear in-stream)으로 정의된다(Campbell

네이티브 광고의 주요 매체인 페이스북에서 동영

& Marks, 2015). 네이티브 광고는 다양한 채널을

상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영상세대인 젊은

통해 실행될 수 있는데, 뉴욕타임즈(The New York

이들에게 동영상은 광고 자체로 오락적인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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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최민욱, 2015). 메조

티브, 프라이버시 염려 등의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미디어에서 2015년 9월 광고주 및 대행사 임직원

분석결과 정보성과 오락성이 한 요인으로 구성된

108명을 대상으로 광고업계 종사자 인식조사를 온

인포테인먼트성, 신뢰성 및 개인화가 페이스북 뉴

라인 서베이로 실시한 결과 네이티브 광고의 동영

스피드 광고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상 비중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준, 2014). 이처럼 선행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이티브 광고의 형태에 있어

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네이티브 광고의 소구

서 동영상형의 네이티브 광고를 실험물로 채택하

방식을 크게 정보성과 흥미성(오락성)의 2가지로

여 실험하고자 한다.

분류할 수 있다.

네이티브 광고의 광고소구에 따른 유형은 소셜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아직 미미

미디어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거를 바탕으로 분류

한 상황이지만 최근에, 모바일 네이티브 광고의 사용

할 수 있다. 우선, 소셜 미디어 광고 사용의도에

의도에 대한 연구(강문영 외, 2016), 정보 발신자 유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락성, 정보성,

형과 정보 속성 유형에 따른 네이티브 광고 효과에

동료 영향력, 자아ᐨ브랜드 일치성, 생활의 질의

대한 연구(김미경·이혜규, 2016), 소셜미디어 네

순서로 광고의도나 태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티브 광고의 감성자극이 심리적 각성과 광고효과

속성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Taylor, Lewin, &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안순태·이하나·박

Strutton, 2011). 즉, 광고의도와 태도에 가장 크

현정, 2016), 소셜 네이티브 광고 태도 및 효과에

게 영향을 미치는 속성요인은 오락성과 정보성임

관한 연구(변혜민·심성욱, 2016)연구가 이루어

을 알 수 있다.

졌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해외 학술지에서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형식의 조사를 통하여

발표된 네이티브 광고에 관한 해외의 선행연구는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와 광고 이용 의향 사이에 관한

네이티브 광고의 형태인식과 관리규제에 관한 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분전환, 신뢰성 있는 광고 추

구방향과 네이티브 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방향

구, 개인적 필요가 소셜미디어 광고를 이용하는 주요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기로 나타났다(심성욱·김운한, 2011). 즉, 소비
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 재미와 정보가

설득지식모델

있는 광고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라고 생각된다(강문영·지영수·강학래, 2016).

프리스타드와 라이트(Friestad & Wright, 1994)에

그리고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태도에 영향을

의해 제시된 설득지식모델(persuasion knowledge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영향요소

model)은 마케터(광고주 또는 에이전트)의 설득전

로서 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신뢰성, 개인화, 인센

술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이 설득메시지를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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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평가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규정짓게 한

행동이 전술로 지각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영향력으로

다는 데서 출발한다. 설득지식모델에서 제시하는 이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를 발동시키게 된다고

론적인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

한다(김정현, 2006). 따라서 높아진 설득지식은 설

득지식모델은 크게 세 영역, 즉 ‘주제지식’, ‘에이전트

득메시지에 대한 설득효과를 떨어지게 한다.

지식’, ‘설득지식’ 간의 상호작용성을 토대로 설정되

설득 지식의 종류는 객관적인 설득 지식의 정도

어 있다. 이 중에서 ‘설득지식’은 스키마(schema)와

(objective persuasion knowledge)와 설득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소비자는 광고캠페인

지식이 활성화된 정도(activation of persuaion

이나 판매상황에서의 표현을 통해 마케터가 소비자

knowledge)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종류의 설득 지

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나아가

식에 따라 목적과 측정 방법이 달라진다. 많은 연구

마케터의 의도를 구성하는 배경에 대해 추론하거

자들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나, 사람들에게 미칠 의도효과를 예측하며, 전반적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남경태, 2014). 설득

인 에이전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지식을 ‘객관적인 설득 지식’으로 개념화하는 연구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등 설득 메

들의 일반적인 연구 목적은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시지의 주제에 대한 인식인 ‘주제지식’과 함께 활성

습득하고 이용하는 보편적인 설득 지식을 발견하는

화되는 ‘에이전트 지식’은 설득시도를 기획하고 있

것이었다(Bouch, Friestad, & Rose,1994). 설득

는 대상(기업, 광고제작자 등), 즉, 설득주체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인 설득 지식’으로 정의하는 연구자

지식으로, 설득주체의 특징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들은 연구의 성격과 범위를 자료수집 단계 이전에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소비자가 설득지식과 함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보통

께 사용하는 ‘주제지식’과 ‘에이전트 지식’은 마케터

두 가지 방식으로 ‘객관적인 설득 지식’을 발견하고

를 관찰하거나 상호작용 시 활성화된다.

이를 수치화한다.

설득지식은 소비자들이 에이전트의 전술을 접

첫 번째 방식은 연구자들이 명확하게 참이나 거

하고 이를 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계발되는데, 프

짓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분야의 구체적인 항목 들을

리스타드와 라이트(1994)는 의미변화의 원칙(the

이용하여 사람들의 설득 지식을 발견하고 측정하였

change-of-meaning principle)을 통해 전술이 설

다(Hardesty, Bearden, & Carlson, 2007). 두 번

득의도로 지각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

째는 설득 지식의 진위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인

르면 소비자가 전술로 지각하지 않는 에이전트의 행

설득 지식을 발견하는 방식이다. 설득 지식 모델을

동은 설득지식을 환기시키지 않거나, 대처행동을

적용한 연구자들은 직접적으로 분야 구체적인 설득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반감을 덜 불러일

지식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

으키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에게 에이전트의

의 설득 지식을 활성화시켜 이런 활성화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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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구조가 설득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어떤 영향을

용하거나 거부하는 태도가 발생하는 경우의 개인적

미치는지 조사하기도 한다(남경태, 2012; Williams,

관련성’이라고 정의했고, 미탈과 리(Mittal & Lee,

Fitzsimons, & Block, 2004). ‘활성화된 설득 지식’

1988)는 ‘어떤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소비자의 지

은 연구 맥락(예: 광고, 가격 전략 등)과 관련된 설득

속적인 관심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보다는 설

많은 학자들은 제품관여를 그 수준에 따라 고

득 의도의 파악 여부(또는 그 정도)를 통해 간접적으

관여와 저관여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로 측정할 수 있다. ‘활성화된 설득 지식’의 정도를

대해 다른 학습과 반응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가 개방형

또한, 블로크(Bloch, 1982)는 관여도를 상황적

질문을 이용하여 설득 에이전트의 메시지나 행동에

관여(situational involvement)와 지속적 관여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외에

(enduring involvement)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

도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반응 속도, 어린이의 경

었다. 상황적 관여와 지속적 관여의 구분은 소비자

우에는 그림 등을 사용해 측정한다.

개인의 특성 요인, 제품의 특성 요인, 상황적 특성

국내의 경우 김윤애와 박현순(2008)의 연구는

요인, 세 가지에 근거한다. 관여도에 따라 소비자

후속 연구자들에게 측정 방법의 원형을 제공했

는 구매 행동에 차이를 나타낸다. 제품이나 서비스

다.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들(Edwards, Li, & Lee,

를 구매하려는 의사결정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

2002; Williams et al., 2004)을 참조하여 항목들

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 아주 신중

을 제작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한 의사결정을 한다. 반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득지식모델의 변인

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관

중 사용자의 능동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설득지식

심이 적으면 반대의 행동을 나타낸다.

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효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적용된 관여도
연구에 제한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셜미디어
에 적용된 관여도를 따로 살펴보는 이유는 네이티

관여도

브 광고가 소셜미디어상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소셜미디어상에서 광고효과측

관여도는 특정 제품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말한다.

정에 있어서 관여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중요

다. 소셜미디어의 네이티브 광고효과 역시 관여도

성이나 관련성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크루그먼

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셜미디

(Krugman, 1965)은 제품 관여도를 ‘커뮤니케이

어 사용자 개개인의 관여도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션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품을 접했을 때 제품을 수

정보성, 흥미성 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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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하에, 관여도를 SNS에 적용한 선행연

관여) 제품별 4가지 유형의 페이스북 광고를 만들

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여도와 소셜미디어에

어 유형별 효과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득

관한 대표적인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윤호,

지식모델과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박재관, 그리고 전중옥(2011)의 연구에서는 동영

연구결과, 고관여 제품군에서는 광고유형별 효과

상UCC 광고의 효과에 있어서 관여도(높음/낮음)

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저관여

와 동영상UCC유형(오락성, 정보성)의 조절적 역

제품군에서는 광고유형별 광고효과의 차이가 나타

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4가지의 실험광고물을 통

났다.

해 광고와 동영상UCC 간의 맥락일치성이 광고효

이상과 같이 관여도와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는

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때

일반적인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여도와 SNS

보다 낮을 때 광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관여도, 이렇게 두가지로 구

그리고 정만수와 조가연(2012)의 연구에서는 스

분하여 살펴보았다. 소셜미디어의 광고효과를 분석

마트폰 사용자들의 앱 인게이지먼트 (engagement)

함에 있어서 관여도는 주요 변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가 광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저관여 제품과 고관여 제품에서

다. 앱 인게이지먼트 고집단에서 광고효과가 높게

각각 다른 광고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확인할 수

나타났다. 또한 앱 인게이지먼트와 성별은 높은 상

있었다. 또한, 고관여 제품은 정보형, 저관여 제품

호작용효과를 보였으며, 앱 인게이지먼트 고집단

은 감성형이나 오락형으로 구성될 때 광고효과가 높

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광고효과가 높게 나타났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이티브 광고효과측

고, 앱 인게이지먼트 저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보

정을 위한 관여도가 다른 제품 적용의 유용성을 확

다 광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윤각과 서민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고관여 제품(노트북

정(2013)의 연구에서는, 관여상황(고관여/저관

PC)과 저관여 제품(캔커피)을 기준으로 동영상 네

여)이 SNS광고와 퍼블리시티에서 소비자들이 느

이티브 광고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끼는 메시지 신뢰도와 설득지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SNS광고와 퍼블리시티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다. 그 결과, 메시지 형태와 상관없이 고관여 상황
이 설득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모형

스마트폰상에서도 광고와 퍼블리시티를 결합하면
메시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진

본 연구의 목적은 광고소구, 관여도에 따른 동영상

희와 김정현(2012)의 연구에서는, 관여(고관여/저

네이티브 광고효과와 더불어 설득지식이 동영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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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이티브 광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관여도를 고려하

를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는 데 있어서 정보탐색 측면과 정보처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보탐색 측면에서

연구가설의 도출

보면, 소비자가 특정제품에 고관여되면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발하게 정보탐색을 하고,

광고소구와 관여도가 네이티브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광고내용, 제품정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적극

광고소구와 관여도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적인 인지 반응을 보인다(이명형·김정현, 2012).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대

그리고 정보처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여도가 높

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로스차일드(Rothschild,

은 소비자는 낮은 소비자에 비해 모든 정보를 더욱

1975)는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강하게 처리한다. 즉,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고관

제품 정보를 탐색할 때 노력을 기울이며, 관련 브랜

여된 상황이라면 광고내용, 제품 정보의 해석 및 처

드의 광고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주장했

리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능

다. 이혜경(2009)은 관여도가 높으면 대상에 대한

동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Celsi & Olson, 1998).

주의가 증가해서 능동적으로 많은 정보를 탐색하

또한, 네이티브 광고는 제품의 관여도에도 영향을

지만, 관여도가 낮으면 수동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

받는다는 사실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안순

에 정보탐색도 적극적이지 않고 매우 제한적인 특

태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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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방식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고소구와 관여도에서 어떠한 변인이 광고태도, 브

구는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메

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시지의 소구방식에 제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자 한다. 각 변인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이유는 네이티브 광고의 표현에 있어서 메시지의

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소구방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모바일 광고 수용과 태도에 미치는

• 연구가설 1.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서 광고소구와

요인에 대한 연구는 듀코프(Ducoffe, 1996)의 웹

관여도에 따라 광고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광고 태도모형에 기초하여 모바일 광고메시지의

• 연구가설 1-1.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서 광고소구

수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탐구한
연구들을 말한다. 광고의 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등의 요인과 광고효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이수범·손영곤, 2014). 또한,
이성준(2014)은 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외에도 신
뢰성, 개인화, 인센티브, 프라이버시 침해 염려와
같은 변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광고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보성과 오
락성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한편, 테일러 외(Taylor et al., 2011)의 연
구에서도 오락성과 정보성이 광고의도나 태도에

에 따라 광고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가설 1-2.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서 광고소구
에 따라 브랜드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가설 1-3.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서 광고소구
에 따라 구매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가설 1-4.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서 관여도에
따라 광고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가설 1-5.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서 관여도에
따라 브랜드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가설 1-6.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서 관여도에
따라 구매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속성요인으로 꼽았으며,
강문영 외(2016)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소셜미

소구방식, 관여도, 설득지식이 네이티브 광고효과에

디어를 이용함에 있어서 재미와 정보가 있는 광고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효과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네이티브 광고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매체가 페이

즉, 네이티브 광고는 모바일 광고 메시지를 통해 전

스북이므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광고태도에 영향을

달되므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네이티브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소구방식의

광고소구를 정보성과 흥미성(오락성)으로 나눌 수

분류를 추론할 수 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태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의 근거로 논의할 수 있다.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이성준(2014)

본 연구에서는 소구방식과 관여도가 광고효과

은 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외에도 신뢰성, 개인화,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광

인센티브, 프라이버시 침해 염려와 같은 변인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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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고려하여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

매력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다(남경태, 2012). 혼성

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보성과 오락성 등이 유의미

메시지와 네이티브 광고는 설득 에이전트의 신뢰성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업 팬페이

을 확보하기 유리하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지에 대한 장기지향성 관점에서 오락성과 정보성이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구방식, 관

팬페이지에 대한 태도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

여도, 설득지식이 네이티브 광고효과에 미치는 상

을 미치는지 알아본 임지은과 최서윤(2014)의 연구

호작용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변인 간의

에서도 오락성과 정보성 요인이 페이스북 팬페이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혜

정하였다.

민·심성욱, 2016). 특히, 두진희와 김정현(2012)
의 연구에서는, ‘고/저관여 제품 군에서 어떤 페이

• 연구가설 2.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의 광고효과에 있

스북 광고유형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관여도별

어서 광고소구와 관여도, 설득지식 사이에 상호작용

페이스북 광고유형에서 설득지식모델 및 기술수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모델의 주요요인들(주제지식, 설득지식, 에이전트

• 연구가설 2-1.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광고소

지식, 유용성, 용이성)과 광고효과 사이에 어떤 관

구와 관여도, 설득지식은 광고태도에 있어서 상호작

계가 있는가?’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용이 나타날 것이다.

한편, 네이티브 광고에 있어서 설득지식모델의

• 연구가설 2-2.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광고소

변인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설정

구와 관여도, 설득지식은 브랜드태도에 있어서 상호

을 위해서 혼성메시지와 설득지식모델에 대한 선행

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연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혼성메시지 란 설득

• 연구가설 2-3.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광고소

에이전트의 신뢰성이 확보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구와 관여도, 설득지식은 구매의도에 있어서 상호작

메시지를 말한다(Balasubramanian, 1994). 대표

용이 나타날 것이다.

적인 혼성메시지로는 BPL(brand placement: 브
랜드노출), VNR(video news release: 영상보도
자료), 인포머셜(informercial: 해설식 광고) 등이

연구방법

있으며 광고에 대한 회의주의의 증가와 더불어 혼
성메시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설득지식모델

실험 설계

에 따르면, 설득의 여부는 타깃이 설득에이전트의
설득의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

본 연구는 2(광고소구, 정보형/흥미형) × 2(관여

기 때문에 혼성 메시지는 설득 에이전트들에게는

도, 고/저)의 요인설계를 하였다. 이 중, 광고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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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여도는 실험 자극물 제시를 통한 조작변인이

실험 자극물의 제작

고, 설득지식은 설문을 통한 측정 변인이다. 따라
서 조작변인인 광고소구와 관여도를 이용하여 4가

본 연구에서는 2(광고소구 정보형/흥미형) × 2(관

지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고, 4개의 집단에 같은 비

여도 고/저)의 실험설계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실

율로 배포하였다.

험자극물에 등장하는 제품은 관여도 조작점검을 통

실험제품은 관여도와 정보처리동기로 제품유형

해 노트북PC와 캔커피로 선정되었으며, 노트북PC

을 구분한 FCB Grid모델과 관련 연구들의 제품분

는 기가(GIGA)컴퓨터, 캔커피는 에티오(ETIO) 라

류표를 참조하였다. 20∼30대 직장인 5명에게 인

는 가상의 브랜드를 임의로 설정하여 실험물 제작

터뷰를 하여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을 조사하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네이티브 광

였고, 고관여 제품으로는 자동차, 노트북PC, 휴대

고의 유형에 따른 광고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광

폰, 시계, 화장품, 저관여 제품으로는 생수, 캔커피,

고소구(정보형, 흥미형)와 관여도(고관여, 저관여)

담배, 껌, 라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과 직

에 따라 총 4가지 종류의 실험물을 30초 길이의 네

장인 30명을 대상으로 제품군 항목을 제시하여 관

이티브 광고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여도를 측정하였다. 정만수, 유종숙, 그리고 조삼
섭(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활용하여 7점

사전조사 및 자극물의 조작점검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고관여 제품으로는 자동차

(6.3), 시계(5.8), 노트북PC (5.6)순으로 높게 나

본 조사에 사용될 자극물의 조작점검을 위해서 소

타났으며, 저관여 제품으로는 껌(1.9), 생수(2.5),

셜미디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20∼30대 모바

캔커피(2.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동영

일폰 사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1, 2, 3차에 걸친

상 네이티브 광고의 실험적합성을 고려하여 고관

사전조사를 2016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

여 제품으로 노트북PC, 저관여 제품으로 캔커피가

하였다. 사전조사는 4 편의 실험광고물을 각각 1개

선정되었다.

씩 4개 실험집단에 온라인을 통해 보여주는 방식으
로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1, 2차 사전테
스트에서는 각각 4편의 실험광고물로 실험했으며,

표 1 실험설계의 요약
동영상형 네이티브광고 형태

관여도

3차 사전테스트에서는 흥미형 광고만 8편을 제작

정보형

흥미형

하였다. 그 이유는 1, 2차 사전테스트 결과, 흥미형

고(노트북PC)

집단1(정보형)

집단2(흥미형)

광고가 정보형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 간 차

저(캔커피)

집단3(정보형)

집단4(흥미형)

이가 적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차 사

합계

320명 (각 집단별 80명 샘플)

전테스트 실험물 4편, 2차 사전테스트 실험물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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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사전테스트 실험물 8편 중 집단 간 차이가 가

= 10.15, p ＜ .001).

장 크게 나타나는 실험 광고물 4편을 최종적으로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실험물의 광고소구

선정하여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정보형, 흥미형)에 대한 조작점검을 실시하였다.

4일간 본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제 실험과정에서

7점 리커드 척도들로 응답하게 한 결과, <표 3>에

조작물에 사용된 제품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관여

보이는 바와 같이 실험물 광고유형별 정보성 및 흥

도 수준이 정확하게 조작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

미성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해 조작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보이

것으로 나타났다. 관여도(고/저)에 따른 광고형태

는 바와 같이 고관여 제품인 노트북PC에 대한 관

(기사형/동영상형)에서 정보형 광고와 흥미형 광

여도 평균값이 6.88, 저관여 제품인 캔커피에 대한

고가 성공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값이 2.1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여 관여도가 성공적으로 조작된 것을 알 수 있다(t

실험 대상자 선정 및 실험절차

표 2 사전조사 관여도 평균비교

본조사는 조사회사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온라

자동차

6.75

생수

2.04

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의 인구통

노트북PC

6.88

캔커피

2.15

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나이, 학력, 거

휴대폰

5.93

담배

2.89

주 지역을 채집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320명 중 여

시계

5.64

껌

2.02

성은 50.4%(160명), 남성은 49.6%(159명)으로 나

화장품

4.90

라면

2.33

타났고, 연령대에서는 20대가 156명(48.9%), 30대

표 3 실험물 광고유형별 정보성 및 흥미성 인식차이
실험물
동영상ᐨ노트북ᐨ정보형
동영상ᐨ노트북ᐨ흥미형
동영상ᐨ노트북ᐨ정보형
동영상ᐨ노트북ᐨ흥미형
동영상ᐨ캔커피ᐨ정보형
동영상ᐨ캔커피ᐨ흥미형
동영상ᐨ캔커피ᐨ정보형
동영상ᐨ캔커피ᐨ흥미형
**p ＜ .01

인식
정보성

흥미성

정보성

흥미성

N

평균

83

4.61

86

3.80

83

3.51

86

4.50

85

4.98

78

4.00

85

3.77

78

4.75

t

df

유의도

**

167

.00

**

167

.00

**

161

.00

**

161

.00

5.28

－6.00

6.15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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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63명(51.1%)이었다. 또한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

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설득지식의 평균값이 전체

이 166명(51.9%), 경기도가 122명(38.1%), 인천이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설득지식의 평균값을

32명(10.1%)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직업으로

세 집단 고(4.38 이상), 중(3.81∼4.37), 저(3.80

는 직장인(사무직, 기술직 등)이 168명(52.6%)로

이하)로 나누어 중집단을 빼고 고집단과 저집단만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학생/대학원생(74명,

으로 설득지식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여 상호작용

23%), 전문직(29명, 9%), 주부(20명, 6.1%), 자영

효과를 검증하였다.

업(10명, 3%), 판매직/서비스직(8명, 2.5%), 무직

(7명, 2.2%), 기타(5명, 1.6%)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조작화와 측정

항목별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네이티브 광고에 있어서 광고소구와 관
여도에 따른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효과를 측정하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항목들

고 더불어 설득지식이 네이티브 광고효과에 미치

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설문을 실시했다. 모

(Cronbach’s ɑ) 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보

든 설문항목은 7점 척도(전혀 그렇지않다 = 1 ∼

성(.914), 흥미성(.924), 설득지식(.898), 광고태도

매우그렇다 = 7)로 측정되었다.

(.885), 브랜드태도(.958), 구매의도(.935) 모두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고는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척도의 내적 타당도가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보면 동영상 형태의

높다고 판단하였다(Nunnally, 1967). 이에 따라

카드뉴스, 72초 동영상 광고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각 변인을 측정한 항목들의 합산 평균하여 척도 값

동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에 등장하
는 네이티브 광고 중 후원 또는 협찬(sponsored)

표 4 측정변인 신뢰도 검증

사실을 투명하게 명시하는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

변인

문항수

Cronbach’s ɑ

정보성

3

.914

흥미성

4

.924

정보성은 메시지 정보성(informativeness)은

주제지식

12

.899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이용자

에이전트지식

12

.729

설득지식

11

.898

광고태도

5

.885

(Gao & Koufaris, 2006). 흥미성은 예상되는 업무

브랜드태도

5

.958

성과와 관련 없이 서비스와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

구매의도

3

.935

자체를 재미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사용

고로 제한하고자 한다.

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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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심리적 보상을 제공한다(신일기·심성욱,

지식은 ‘주제지식과 에이전트 지식을 포함한 좀 더

2011; Malone, 1981). 흥미성은 전통적 광고매체

광범위한 개념이고 설득메시지에 대처하기 위해

에서 광고태도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축적된 소비자의 신념 또는 스키마’로 조작적 정의

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모바일 광고에서도 동일한

를 했다(Friestad & Wright, 1994). 설득지식의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창모·이한근·김영찬·박흥

조작점검은 김윤애과 박현순(2008)의 척도를 본

수, 2014). 관여도는 특정 제품에 대한 관심의 정도

연구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였다.

를 말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개인
적인 중요성이나 관련성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크루
그먼(1965)은 제품 관여도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연구결과

서 소비자가 제품을 접했을 때 제품을 수용하거나 거
부하는 태도가 발생하는 경우의 개인적 관련성’이라

소구방식과 관여도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고 정의했다.
광고태도에 대한 조작점검은 한규훈(2012)의

<연구가설 1>은 동영상형 광고형태에서 소구방식

척도를 변형해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활용

과 관여도가 광고효과(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

하고자 한다. 브랜드 태도에 대한 조작점검은 정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숙, 한상필, 그리고 안보섭(2013)이 브랜드 태도를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고에서

측정할 때 사용한 척도 중에서 일부를 변형해 활용

소구방식과 관여도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하고자 하였다. 구매의도에 대한 조작점검은 정차

광고효과의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를 종

숙 외가 개발한 3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득

속변인으로 하여 T검증(T-test)를 실시하였다.

표 5 소구방식에 따른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p ＜ .05

소구방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보형

168

4.2226

1.00833

흥미형

164

4.0890

1.03562

정보형

168

4.1917

1.02668

흥미형

164

3.9878

1.12456

정보형

168

3.8571

1.38261

흥미형

164

3.5610

1.30531

t

df

p

1.191

330

.235

1.726

330

.085

2.006*

330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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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관여도에 따른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
광고형태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소구방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고관여

169

4.0840

.94380

저관여

163

4.2319

1.09610

고관여

169

3.9586

1.07546

저관여

163

4.2282

1.06941

고관여

169

3.3176

1.28473

저관여

163

4.1186

1.29983

T

df

p

－1.319

330

.188

－2.290*

330

.023

－5.647**

330

.000

*p ＜ .05 **p ＜ .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연구가설

기 위해 세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표 6>에 나

1-1>은 분석결과,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고에서 광

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연구가설 1-4>는 분석

고소구에 따른 광고태도(t = 1.191, df = 330, p

결과, 관여도에 따른 광고태도는 동영상형 네이티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브 광고(t = －1.319, df = 330, p ＞ .05)에서 유

번째로 <연구가설 1-2>는 분석결과, 동영상형 네

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이티브 광고에서 광고소구에 따른 브랜드태도(t =

<연구가설 1-5>는 분석결과, 관여도에 따른 브랜

1.726, df = 330, p ＞ .05)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드 태도에 있어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고(t = －

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번째로 <연구가설 1-3>은

2.29, df = 330,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분석결과,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고에서도 광고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

구에 따른 구매의도(t = 2.006, df = 330, p ＜

고는 저관여 제품이 고관여 제품에 비해 브랜드태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세번째로 <연

결과적으로 <연구가설 1>중에서 광고소구에 따른

구가설 1-6>은 분석결과, 관여도에 따른 구매의도

광고태도와 브랜드태도에 있어서는 동영상형 네이

에 있어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고(t = －5.647, df

티브 광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매의

= 330, p ＜ .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에 있어서는 동영상형 네이티브광고에서 유의미

나타났다. 즉,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고는 저관여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이 고관여 제품에 비해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경

그리고 <연구가설 1> 중에서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서 관여도에 따른 광고효과(광고태도, 브랜
드태도, 구매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

향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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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방식, 관여도, 설득지식 사이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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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관여일수록 정보형과 흥미형의 광고태도가 다르
게 나타났다(<그림 2>). 한편, 설득지식이 높은 경

• 연구가설 2-1. 동영상 네이티브광고의 경우, 광고소

우, 고관여 제품일 경우 흥미형보다 정보형이 광고

구와 관여도, 설득지식은 광고태도에 있어서 상호작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관여 제품일 경우, 정

용이 나타날 것이다.

보형보다 흥미형이 광고태도가 높게 나타났다(<그
림 3>). 구체적으로, <표 7>과 같이 설득지식이 낮

<연구가설 2-1>을 검증을 위해 설득지식을 고/

은 경우, 저관여일수록 정보형(M = 4.691, SD =

저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광고소구 방

0.190)이 흥미형(M = 4.360, SD = 0.244)보다

식과 관여도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득지식 수준

광고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설득지식이 높은 경우,

을 조절변인, 광고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삼원

고관여 제품일 경우, 흥미형(M = 3.433, SD =

분산분석(3-way ANOVA)을 실시하였다. 90%

0.199)보다 정보형(M = 3.938, SD = 0.273)이

신뢰수준에서 세 변인의 삼원작용효과가 발견되었

광고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관여 제품일 경우,

다(F = 3.005, p = .085). 설득지식이 낮은 경우,

정보형(M = 3.842, SD = 0.223)보다 흥미형(M =

그림 2 설득지식 저에서의 관여도와 소구방식

238

광고PR실학연구

그림 3 설득지식 고에서의 관여도와 소구방식

표 7 설득지식에 따른 관여도, 소구방식
관여도 * 소구방식 * 설득지식3분할
종속 변수:광고태도
관여도

소구방식

정보형
고관여
흥미형

정보형
저관여
흥미형

설득지식3분할

평균

표준오차

1.00

4.376

3.00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87

4.007

4.746

3.938

.273

3.399

4.476

1.00

4.324

.238

3.854

4.794

3.00

3.433

.199

3.040

3.826

1.00

4.691

.190

4.316

5.066

3.00

3.842

.223

3.402

4.281

1.00

4.360

.244

3.879

4.841

3.00

4.142

.196

3.755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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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광고태도에 관한 관여도, 소구방식, 설득지식 간의 상호작용효과분석
개체ᐨ간 효과 검정
종속 변수 : 광고태도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a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31.327

7

4.475

3.753

.001

3350.686

1

3350.686

2810.034

.000

관여도

2.838

1

2.838

2.380

.124

소구방식

1.055

1

1.055

.885

.348

설득지식3분할

17.562

1

17.562

14.728

.000

관여도 * 소구방식

.846

1

.846

.710

.400

관여도 * 설득지식3분할

.210

1

.210

.176

.675

소구방식 * 설득지식3분할

.099

1

.099

.083

.774

관여도 * 소구방식 * 설득지식3분할

3.584

1

3.584

3.005

.085

오차

239.673

201

1.192

합계

3877.560

209

수정 합계

270.999

208

수정 모형
절편

a. R제곱 = .116 (수정된 R제곱 = .085)

4.142, SD = 0.196)이 광고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타났다(F = 0.940, p ＞ .05). <연구가설 2-2>
을 검증한 결과 <표 9>과 같이 브랜드태도에 대한

• 연구가설 2-2. 동영상 네이티브광고의 경우, 광고소

설득지식수준과 광고소구 방식 간의 이원상호작용

구와 관여도, 설득지식은 브랜드태도에 있어서 상호

효과가 근소한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로 나타나지 않았다(F = 3.718, p = 0.054>.05).
다만, 평균값에 있어서는 정보형의 경우 설득지식

<연구가설 2-2>을 검증을 위해 광고소구 방식

이 높은 사람이 브랜드태도에 있어 고관여 제품(M

과 관여도를 독립변인, 설득지식 수준을 조절변인,

= 3.665, SD = 0.174)보다 저관여제품(M =

브랜드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삼원분산분석

4.131, SD = 0.160)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차이가

(3-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브랜드태도에 대

나타났다.

한 설득지식수준과 광고소구 방식, 그리고 관여도
변인에 대해서도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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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득지식과 관여도의 소구방식(정보형)의 상호작용효과

표 9 브랜드태도에 관한 관여도, 소구방식, 설득지식 간의 상호작용효과분석
개체ᐨ간 효과 검정
종속 변수 : 브랜드태도
소스
수정 모형

제 III 유형 제곱합
a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78.936

7

11.277

7.622

.000

6685.680

1

6685.680

4518.860

.000

설득지식2_1

36.523

1

36.523

24.686

.000

관여도

9.162

1

9.162

6.193

.013

소구방식

8.459

1

8.459

5.718

.017

설득지식2_1 * 관여도

1.060

1

1.060

.716

.398

설득지식2_1 * 소구방식

5.501

1

5.501

3.718

.054

관여도 * 소구방식

3.844

1

3.844

2.598

.108

설득지식2_1 * 관여도 * 소구방식

1.391

1

1.391

.940

.333

오차

658.380

445

1.480

합계

7607.960

453

수정 합계

737.316

452

절편

a. R제곱 = .107 (수정된 R제곱 =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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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득지식과 관여도의 소구방식(흥미형)의 상호작용효과

표 10 구매의도에 관한 관여도, 소구방식, 설득지식 간의 상호작용효과분석
개체ᐨ간 효과 검정
종속변수:구매의도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a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189.859

7

27.123

14.406

.000

절편

5264.240

1

5264.240

2796.021

.000

설득지식2_1

48.647

1

48.647

25.838

.000

관여도

82.230

1

82.230

43.675

.000

소구방식

15.176

1

15.176

8.060

.005

설득지식2_1 * 관여도

.291

1

.291

.154

.694

설득지식2_1 * 소구방식

6.370

1

6.370

3.384

.067

관여도 * 소구방식

2.530

1

2.530

1.344

.247

설득지식2_1 * 관여도 * 소구방식

2.750

1

2.750

1.461

.227

오차

837.829

445

1.883

합계

6420.556

453

수정 합계

1027.688

452

a. R제곱 = .185 (수정된 R제곱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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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득지식과 관여도의 소구방식(정보형)의 상호작용효과

• 연구가설 2-3. 동영상 네이티브광고의 경우, 광고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

구와 관여도, 설득지식은 구매의도에 있어서 상호작

았다(F = 3.384, p ＞ .05). 또한, 광고소구와 관

용이 나타날 것이다.

여도의 상호작용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F

<연구가설 2-3>을 검증을 위해 광고소구 방식

= 1.344, p ＞ .05)

과 관여도를 독립변인, 설득지식 수준을 조절변인,
구매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삼원분산분석

(3-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구매의도에 대한

결론 및 논의

설득지식수준과 광고소구 방식, 그리고 관여도 변
인에 대해서도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는 광고소구와 관여도에 따른 네이티브 광

나타났다(F = 1.461, p ＞ .05). <연구가설 2-3>

고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이 광고소구와 관

을 검증한 결과 <표 10>과 같이 구매의도에 대한

여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광고소구와 관

설득지식수준과 광고소구 방식 간의 이원상호작용

여도, 설득지식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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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설득지식과 관여도의 소구방식(흥미형)의 상호작용효과

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효과를 비교하였다. 네이티브 광고는 저관여제

먼저, <연구가설1>에서 광고소구에 따른 동영

품과 고관여 제품 모두 광고주목도와 브랜드태도

상 네이티브 광고효과는 광고태도와 브랜드 태도

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에 있어서는 정보형과 흥미형의 차이가 없는 것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는 네이티브 광고에 있어서

로 나타났지만, 구매의도에 있어서는 정보형이 흥

관여도는 브랜드태도뿐만 아니라, 구매의도에서도

미형보다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관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

도에 따른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효과에 있어서 광

다음으로 <연구가설 2>에서 동영상 네이티브

고태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광고의 광고효과에 있어서 광고소구와 관여도, 설

나타났지만,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있어서는

득지식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저관여 제품이 고관여 제품에 비해 높은 경향의 유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동영상 네이티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브 광고효과에 있어서 광고태도에 있어서 설득지

선행 연구(박현주, 2014)에서 띠 배너(banner)

식과 광고소구방식 간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통

형식의 실험물로 배너광고와 네이티브 광고의 광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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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대한 설득지식수준과 광고소구방식 간의

를 하는 데 그쳤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고관

이원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여제품(노트북PC)와 저관여제품(캔커피)의 네이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대한 설득지식수준

티브 광고를 검색하고 종합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

과 광고소구방식 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

였고, 설득지식모델을 적용하여 실험을 통해 가설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브

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있어서 설득지식, 광고소구,

이론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광고소구방식이 광고

관여도 사이의 삼원상호작용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많은 검증이 되어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만, 본 연구는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 있어서 어

서상희와 윤각(2010)의 연구에서 설득지식수준,

떠한 소구방식이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광고태도 및 브랜드태도, 구매의사 간에는 고관여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가설 1>에서 나타나

제품과 저관여제품 공히, 부(－)의 상관관계를 가

듯이 흥미유발보다는 제품 정보가 충실한 동영상

질 것으로 확인한 되었다. 또한, 정승민(2016)의

네이티브 광고를 집행하면 구매의도에 있어서 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광고태도의 수준은 할인 및

다 높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쿠폰 제공, 이벤트 및 프로모션, 제품정보의 제공에

다. 최근에는, 동영상 형태의 네이티브 광고의 경

따라 달라진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영

우, 정보전달보다는 흥미유발 위주의 광고가 많이

상 네이티브 광고를 중심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광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흥미 중심의 네이

고태도에서만 설득지식과 광고소구 방식 간의 이원

티브 광고형태는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지 못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전통적인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 최근

광고와 네이티브 광고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고의 효과

또한, 신영웅과 조창환(2014)에서 언급된 것처럼,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고관여제품

설득지식이 낮을수록 광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컴퓨터)나 저관여제품(캔커피) 모두 정보형 중심

유사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으로 광고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지닌

본 연구는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의 유형을 광고

다. 이와 더불어 정보형과 흥미형으로 소구방식을

소구와 관여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광

구분하기보다 향후 연구에서 정보의 양의 크기(고,

고효과를 설득지식수준과의 상호작용과 함께 실증

저)에 따라 고정보형, 저정보형으로 나누어 광고소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네이티브 광고연구에 대한 시

구방식을 세분화하여 네이티브 광고효과를 검증해

의성있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DMC리포트(2015)

볼 필요가 있다.

와 같은 디지털 광고회사의 보고서에서는 네이티브

또한, 본 연구는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 있어

광고의 현황과 광고효과에 대해 전문가의 인식조사

서 설득지식과 광고소구방식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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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진 설득지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

식의 조절효과에서 더 나아가 광고소구방식, 관여

니고 있다. 우선, 설득지식모델의 변인 중 주제지

도를 함께 고려하여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에 국한

식의 항목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리

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

고 동영상형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60초 혹은 72

구결과, 설득지식이 낮은 소비자에게 저관여 제품

초 등 다양한 길이의 영상콘텐츠가 집행되고 있으

을 정보형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설득

나, 동영상형 실험물은 공통적으로 30초의 길이로

지식이 높은 소비자에게는 저관여 제품을 흥미형

제한하였다. 따라서 30초 이상의 장초수 동영상형

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실험을 포함하지 못한 연구

다. 즉, 설득지식이 낮은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

의 제약이 있었다. 또한, 향후 동영상형 네이티브

는 정보에 영향을 받지만, 설득지식이 높은 소비자

광고에 자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사형 네이

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흥미 유발로 설득하는 것이

티브 광고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법을 검증해본다

유리하다. 한편, 고관여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스

면 시의성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스로 축적한 지식과 정보가 많고 이를 신뢰하므로

는 광고소구, 관여도, 설득지식에 따른 동영상 네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

이티브 광고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를 집

보다 확장하고, 실무에서 네이티브 광고 전략을 수

행함에 있어서 저관여 제품을 중심으로 설득지식과

립할 때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조금이나

광고소구방식의 상호작용효과를 활용한다면, 광고

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태도에 있어서 광고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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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ideo-Type Native Advertising
Effect According to the Advertising Appeal,
Involvement and Persuasion Knowledge
Hae Won Chung
Creative Director, Dentsu Korea of Dentsu Aegis Network
Sung Wook Shim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 PR,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video-type native advertising according to the
advertising appeal, involvement, persuasion knowledge. Thu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users’ active role in video-type native advertising by applying a persuasion
knowledge model. Moreover,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 of advertising appeal and
involvement, which are important factors of traditional advertisement, on native adverti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type showed higher advertising effects
(intention for purchase) than entertainment-type in terms of advertising appeal. Besides, native
advertising had higher advertising effects in terms of involvement (brand attitude and intention for
purchase) in case of low-involvement product than high-involvement product. Second, a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 was not observed between advertising appeal and involvement.
Third, advertising effects were more positive with lower persuasion knowledge in both cases of
article-type native advertising and video-type native advertising. Implications of study findings are
provided that advertising effects can be high when native advertising is mainly composed of
information-type contents rather than entertainment-type contents. Besides, advertising effects are
higher in case of a low-involvement product than a high-involvement product.
Keyword: native advertising, advertising appeal, involvement, persuasion 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