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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광고주와 광고업계는 소비자 관점의 매체 효과 측정 즉 소비자의 메시지 태

도나 구매의도 등 소비자 반응 중심의 광고 효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의 광고시장은 전통적인 4대 매체 중심의 시대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뉴미디어 확산

으로 다매체 소비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옥외매체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옥외매체 중 하나로 LED전광판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미디어산업은 전통적인 4대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이후 뉴미디어를 융합한 새로운 융합형

매체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소위 N스크린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소비자들은 광고의 홍수와 미디어가 너무 많아 혼잡도가 높아져서, 미디

어와 광고의 회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반응과 미디어 환경의 변

화에 기업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광고메시지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매체와 옥외광고의 크로스미디어 전략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

고 체계화시켜온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옥외광고 중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LED전광판 광고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LED전광판 광고에 관한 이론

적 토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옥외광고의 연구 환경과 규제중심인 옥

외광고법의 제도적, 경제적 한계점으로 인해 국내 옥외광고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전통매체와 디지털화 되어있는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전략이 체계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광고학계 연구에만 의존하다 보니 옥외광고의 종사자들이

현장에 적용한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국내 연구의 현실이다. 다만, 최근

LED전광판 속성과 소비자 인식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동안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

디어 효과 연구와 옥외광고 속성에 따른 광고태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본

기초적인 연구자료 조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를 크로스 운영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광고효과가 있는가를 현장에서 실험하여 2 개의 STUDY로 나누

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STUDY 1에서는 옥외광고와 크로스미디어 광고

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광고재인, 광고회상, 광고태도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연구를 실

시하였다.

STUDY 2에서는 LED광고속성과 광고 몰입 및 광고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이 광고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러한 광고 몰입이 광고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는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를

접하는 울산광역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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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STUDY 1의 연구결과, TV광고만 본 집단보다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 모두

를 본 집단의 광고 재인, 광고 회상, 광고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

과는 전통매체 또는 신규매체가 담당하지 못하는 고유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옥

외매체인 LED전광판 광고와 전통미디어인 TV광고 간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STUDY 2에서 LED광고속성, 광고 몰입 및 광고 태도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한 조

사 분석 결과 특히 LED광고속성인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 중에 독특성과

정보성이 높을수록 광고 몰입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광판 광고의 광고 몰입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광고 태도가 유의하게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광고 속성 즉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은

광고 몰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광고몰입은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은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투자, 제작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관한 현

실성 있고 사실적인 광고를 TV채널과 LED전광판에 3주 동안 방송하였다. 이는 실

험연구나 사례연구에서의 조작방법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진행하였으므로 향후 옥

외관련 산업의 연구자들에게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기여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본다.

연구결과를 통해 실무적 측면에서 LED전광판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

주나 광고제작자들은, 소비자의 몰입을 높일 수 있는 광고 전략을 세우고 광고 제

작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광고의 속성인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을 고려한 광고가 제작되어야 소비자들의 몰입을 이끌고 광고효과를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매

체에서 집행되고 있는 광고를 통합시켜 LED전광판 광고를 동시에 집행할 경우, 소

비자에게 광고 접촉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 매체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

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효과를 확인

함으로써 소비자 행동 지침을 더욱 정교화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크로스미디어 광고 효과 차이 분석에 있어 TV와 LED전광판

두 가지의 제한된 매체만 활용하였다는 점과, 연령대와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

른 효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매체이면서도 지금껏 주목받지 않았던 버스외부광고, 한국전

력 배전함(라이트현수막), 옥탑광고와 같이 한층 다양한 옥외매체 조합을 고려한 후

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LED전광판 광고를 활용한 크로스미디어 광

고 효과를 분석한다면, 타깃별 효율적인 매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된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의 후속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더욱 유용한 연구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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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광고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근래, 기업들은 효율적 미디어 선택에

따른 광고 효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특히 광고주와 광

고업계는 소비자 관점의 매체 효과 측정 즉 소비자의 메시지 태도나 구매의도 등

소비자 반응 중심의 광고 효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과거 전통적 4대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개인방송, 케이블채널, 종편채널, 온라인, You Tube, SNS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여 매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현재의 광고시장은

전통적인 4대 매체 중심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뉴미디어들의 확산으로 소비자들

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매체로 기업의 메시지를 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활용하는 광고 미디어의 종류가 많아지고, 광고비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998년 약 3조5천억 원 수준의 규모에서, 2018년 11조7천

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제일기획, 2019), 광고시장의 성장률은 국내 경

제 환경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유승훈 외, 2008; 이수범 외, 2009; 이동희 외,

2011). 그만큼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의 필요성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즉, 국내 매체환경의 변

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성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 점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하였으며, 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전통매체의 사용이 급감하고 반면 다

양한 신규매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졌기에 더 깊은 시름

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옥외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2,117억 원, 2017년 3조 1,143억 원으로 국내 광고 산업 매체 비중의

26.6%로 집계되었다(천용석, 2018).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다매체 시대인 현

재 옥외광고 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이에 따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옥외매체는 전통적 매체를 보완해 윈윈하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

문이다.

한편, 미디어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함께 옥외매체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옥외매체 중 하나로 LED전광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는 국

내외 도시의 거리에서 LED전광판을 통해 TV광고와 동일한 광고가 집행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옥외 LED광고는 오디오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TV광

고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차이마저 최소화시키기 위해 TV광고의 오디오 메

시지를 자막으로 바꾸어 LED전광판 광고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기도 한다(Edell

& Keller, 1999). 기업들은 거대한 LED전광판 광고를 뉴욕의 타임즈 스퀘어처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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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TV광고와의 반복 노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미디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통적인 4대 매체

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더불어 뉴미디어를 융합한 새로운 융합형 매체들이 연

이어 등장하면서 소위 N스크린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 산업의 성장으로

단말기 성능 또한 향상되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과거의 전통적인 미디어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빠르게 발전하여 보급된 단말기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으로 인해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정보 등의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 때문에 타의로 광고의 홍수 속에 살게 된 소비

자들에게서는 오히려 광고 회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 반응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에게 광고 메

시지를 잘 전달하고 시너지 효과까지 가져오는 크로스미디어 광고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 전략이란 각기 성격이 다른 여러

매체를 광고주에게 의미가 있는 대상으로 묶어 시청자에게 하나의 광고 캠페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송민희⋅백주연, 2005).

또한 크로스미디어 전략은 광고의 성격과 목표, 규모, 타깃, 지역 등의 변인을 고

려하여 기존의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의미로 통용한다(한아

영, 2015). 이는 매체 간 단순 결합이 아니라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시너지효과

(synergy effect, 상승작용효과)를 얻어내게 하려는 것이다(홍지일, 2003). 이에 따라

서 기업과 옥외광고업계에서는 소비자의 광고 회피 현상이 증대된 현 상황을 해결

할 크로스미디어 전략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매체와 옥외광고의 크로스미디어 전략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

고 체계화시켜온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옥외광고 중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LED전광판 광고에 관한 연구 부족으로 LED전광판 광고에 관한 이론적

토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내 옥외광고 산업이 동종업종 간 단가 경쟁이 과

열되어 실무종사자들은 매체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운영이 부

족하며, 또한 간판제작, 인쇄, 출력, 설치작업 중심의 현장노동형 생업위주로 경영되

고 있기 때문이다(광고계동향, 2019). 이처럼 열악한 옥외광고의 연구 환경과 규제

일변도인 옥외광고법 등 제도적, 경제적 한계점으로 인해 국내 옥외광고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전통매체와 디지털화 되어있는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전략이

체계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광고학 연구에만 의존하다보니 옥외광고의 종

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한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옥외광고 학계에서는 광고효과의 측정 등의 측면에서 기존 광

고와 옥외광고의 크로스미디어 광고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

에는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와 소비자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제시되고 있

다. 또한 소비자는 다양한 매체와 소비자의 접점에서 제품, 브랜드, 기업 등에 의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태도는 광고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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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연구와 다양한 채널들을 어떻

게 조합해야 최적의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박승배, 김일석, 2008;

김운한, 신일기, 2010)정도가 있다.

심지어 학계조차도, 지금까지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TV광

고와 인터넷 광고 간의 크로스미디어 광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만큼 전통미디어

와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지혜인,

정윤재, 정혁준, 2019). 일부 연구에서 TV광고와 옥외광고의 크로스미디어 사용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으며, 두 매체에서의 동일한 메시지 노출이 지니는 연

관성과 동일한 연속성 시너지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매체에 따라 소비자의 인지가 다르다고 하였다(지준형, 2011).

한편,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옥외광고 제도차원, 광고유형, 타 매

체와의 비교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예를 들어 LED전광판 광고효과 측정변수

와 소비자 인식의 구조적 관계 연구를 기반으로 소비자 태도와 효과를 측정하는 구

조적 모델을 개발한 LED전광판 광고 연구가 있다(이경식, 박주식, 2017). 이러한 옥

외광고 연구 환경에서는 매체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마케팅적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으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한국광

고주협회, 2010).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

스미디어 효과 연구와 옥외광고 속성에 따른 광고태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살

펴본 기초적인 연구자료 조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통적 매체 중 대표적인 TV와 옥외광고 중 대표

적인 LED전광판의 혼용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능동적인 광고태도를

확인해 보는 TV와 LED전광판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전략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크로스미디어 광고 전략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매체 간 결합에서부터 보다

심층적인 미디어의 분석을 통한 매체의 활용을 통해 시너지를 얻는다는 포괄적 개

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윌리엄 J 맥과이어(William J.McGuire, 1968)는 노출된 메시지를 효과적으

로 기억하기 위한 4가지 선행 단계가 있으며, 이는 주의, 이해, 수용, 보존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이 4가지 단계를 걸쳐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전달 효과 모델’을

제안했다. 이러한 인지과정에 영향을 받는 “인지반응이론”을 이 연구의 중심배경으

로, TV와 LED전광판 매체가 병행할 시에 예상되는 ‘광고효과와 소비자반응’ 대해

밝혀내고자 한다. 한편 소비자행동론에 입각하여 크로스미디어 LED전광판 광고속

성이 소비자의 몰입과 광고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크로스미디어

LED전광판 광고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별적

으로 기존매체인 TV와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를 검증하고, 나

아가 LED전광판의 광고속성이 몰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광고태도

와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4 -

제2절 연구의 목적

기존의 미디어 광고효과 조사는 소비자 반응 중심이 아닌 미디어 중심에서 진행

되었다. 즉 미디어 이용량이나 광고노출, 광고예산의 측정을 통한 개별적 미디어 효

과 측정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광고효과 측정방

법으로는 전통매체와 옥외매체인 LED전광판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효과는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소비자 반응에 관한 광고효과 측정기준이 체계

적이지 못한 옥외광고의 경우 실증적인 연구를 설계하고, 현장에서 측정조사를 하

기에는 광고효과의 측정과 광고효과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옥외광고의 효과를 규명할 수 없다면, 광고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미디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어떠한 미디어와 어떠한 미디어를 조합해야 최

적 효과 달성이 가능한지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 향후 옥외광고 산업의 지속

적인 증진과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의 연구는 기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옥외광고에 노출된 소비자의 반응은 미디어의 속성에 따라,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실증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소비

자 반응이란 광고에 의한 외적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소비자의 태도나 심리적, 행

동적인 반작용으로 과거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지각된 정보의 해석을 포함한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Gardner, 1985). Kotler & Armstrong(1996)에 의하면

소비자 반응은 인지적 반응, 감정적 반응, 행동적 반응으로 소비자 행동론에서의 광

고효과 측정에 전통적인 위계이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와 LED전광판을 크로스 운영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광

고효과가 있는가를 현장에서 실험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옥외광고효과 관련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광고에서 노출, 흥미, 반응 등 소비자 행동에 따라 광고

몰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박노성, 2004).

본 연구는 실험실 안에서의 연구가 아닌 옥외광고 산업현장에서 실증적 조사 및

설계를 통해 진행하는 연구이며, 연구를 통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LED전광판

광고와 TV를 융합하여 매체 간의 시너지 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면, 광고주들은

LED전광판 광고와의 크로스미디어를 통한 합리적인 광고 집행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V와 LED전광판을 동시에 운영하였을 경우 TV에서

만 단독 운영하는 방법보다는 크로스미디어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가설을 현장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변화가 기대되는 LED전광판

광고 전략을 제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STUDY 1은 TV와 LED전광판 광고 크로스미디어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광고주들이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LED전광판 광고효과와 운영의 효율성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운영 즉 단독미디어와 크로스미디어의 매

체운영 방법에 따라 광고의 인지 요인 즉, 재인과 회상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과

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광고 인지란 지각을 통해 받아들여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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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이해하는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지는 광고관련 연구에서 광고 태도의 선행변수로 사용되었고, 이후 많은 광고

학 연구에서도 태도의 선행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TV와 인터넷

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효과에 관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크로스미디어 광

고가 TV광고 단독운영보다 광고효과가 증가했음이 증명되었다. 앞의 선행연구가 TV와

인터넷의 크로스미디어 효과를 검증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LED전광판 크로스미디어의

광고효과를 파악하여 LED전광판 광고의 효과적 운영 방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Lutz, MacKenzie & Belch, 1983; 유재미, 이유재, 2010).

둘째, STUDY 2의 연구모형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

의 선행 연구들이 미디어 노출효과에만 국한해 진행된 점을 보완하여, 광고의 속성

에 따라 소비자의 광고 몰입과 광고 태도의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 LED전광

판 광고의 속성 즉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이 광고몰입, 광고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는 옥외광고의 독특성이 광고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수많은 광고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하여 이를 주목하게 하고,

주의를 보다 많이 기울이게 하는 광고의 속성으로 가시성을 들었다. 또, LED전광판

광고속성 즉, 신뢰성, 정보성이 광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힌 연

구도 있다. 광고에서 메시지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잠재적인 커뮤니케이션 교환으

로서 이러한 교환은 광고의 효과와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하다(장양, 2017; 이용국,

2004; 이경식, 2014).

광고인식이란 소비자가 마케팅 자극에 주의를 하여 자극된 내용을 이해하고 나름

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광고의 속성과 관련해서 소비자

가 원하는 것을 광고가 제공했는지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 광고태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광고의 인식은 직접적으로 광고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Duncan & Sandra, 1998; Ducoffe, 1996).

그리고 Ducoffe는 교환이론을 기반으로 광고 가치 평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교환

이론(exchange theory)이란 광고 소비자인 수용자가 행동과 반응을 연속적으로 교

환한다는 것으로 교환의 행위가 부적절한 관계 또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면 행동

과 반응의 연속적 교환은 정지되고 거리가 멀어져 상호의존성과 협력은 결렬이 된

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가치의 선행변수가 광고의 가치를 높이고 광고태도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소비자들과의 교환관계를 성립하는 데 가치가 없는

광고는 부정적 반응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광고가치가 높으면 소비자에게 긍정적

인 감정형성 입력을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소

비자가 원하는 것을 광고가 제공했는지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 광고가치가 직접적

으로 광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광고에 있어서 선행변수로 소

비자들이 지각하는 정보성, 오락성, 불편성의 3가지 요인들이 광고가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했다(Ducoffe, 1996; Houston & Gassanheimer, 1987).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TV와 LED전광판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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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광고 몰입에 영향을 주는 광고 속성요인 즉 독특

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이 소비자태도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는 데 연

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기존의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 예측 연구들이 광고노출 효과에 국한해 진행

된 점을 보완하여, 광고 몰입뿐만 아니라 광고 태도까지 예측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를 발전시켜,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효과와 소

비자 광고 태도를 연결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LED전광판 광고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의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옥외광고 전략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의 경영자나 광고 실무담당자들에게 LED전광판

광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LED전광판 광고에 적합한 미디어와 마케팅 전략의 기초

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와

자료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옥외광고와 크

로스미디어 선행연구를 근거로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와 광고속

성, 몰입 및 태도간의 관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였다. 특히 LED전광판 광고의 특징

을 정리하고, LED전광판 광고 속성이 소비자 광고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각 구성개념 간의 가설과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도출하였

다. 가설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에서는 TV와 LED전광판 광고를 접하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여 연구배경 및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먼저 Study 1 연구이다. 제1절은 이론적 배경으로 시작하였다. 이론적 배

경으로 공중파 광고(TV광고)와 옥외광고 선행연구와 광고 인지, 광고 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광고효과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또한 TV와 LED전광판 크로스

미디어 효과를 기술하였다. 제2절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방법으로 나누었다. 연구방

법으로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과 자료수집방법을 제시하

였다. 실증분석으로 표본의 특성,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과 가설검증을

하였다.

제3장은 Study 2 연구이다. 제1절은 이론적 배경으로 시작하였다. 이론적 배경으

로 광고의속성인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 광고몰입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광고효과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였다.

제4장은 연구결과를 요약 하였다. 제1절은 표본의 특성과 제2절 Study 1 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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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크로스미디어효과의 t-test 검증과 제3절은 LED전광판

광고속성의 광고몰입 및 광고태도 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결과 와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측정 및 검증하였으며 연구가설 의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연

구가설의 검증을 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의 논의, 시사점으로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의 순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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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사전달 효과 모델(정보처리과정)(명유진,2016)

제 2 장 크로스미디어 광고 효과(Study 1)

제1절 이론적 배경

1. 인지반응이론

사람은 노출되는 정보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으로 감각을 느끼며, 감각 정보의

통합과 해석을 통해 지각하게 되고, 감각과 지각 과정을 지나온 정보를 저장, 조직,

재편성, 추출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이정모 외, 2006). ‘인지’, ‘인지적’이라는 단어

는 14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고,

19~20세기에 와서 인식에 관한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최대석, 2018).

주연정(2014)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인지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인간 자신의 내부 상태나 주위의 환경을 직접 아는 것을 지각

이라고 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정신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

어떤 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의식과 지식을 얻는 것을 인지라 한다.”고 하였다. 인지

는 광고 및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가치,

호불호 등과 같은 태도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윌리엄 J 맥과이어(William J.McGuire, 1968)는 노출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기억

하기 위하여 주의, 이해, 수용, 보존으로 이루어진 4가지 선행 단계가 있으며, 이 4

가지 단계를 걸쳐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전달 효과 모델’을 제안했다(김태우,

2015). 이러한 인지과정에 영향을 받은 반응을 인지반응이라 한다. 이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1) 주의

인간은 항상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고 있다.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을 포

함한 오감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때 주의는 수

많은 정보로부터 일부 정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준다. 대부분의 정보는

쉽게 잊히는데 그중 시각 자극의 경우 뇌에 0.5초가량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정보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기억에서 사라진다(김재휘 외, 2009).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

게 별로 관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기억하지 않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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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분야나 자극적이고 새로운 정보에 더 주의하고 기억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므로 정보가 장기적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특별하거나 독특한

즉, 주의를 끌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작게는 인간관계 크게는 기업의 입장

에서 주목도와 기억도를 높이는 것에 큰 도움을 준다.

2) 이해

이해란 사람이 받아들이는 수많은 정보 중 정보의 내용을 조직화하여 정리하고,

정리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인지심리학에서는 ‘지각’에 해당된다.

지각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전달하려는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정보의 조직화’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지식수준, 경

험, 관심 분야 등에 따라 수용자가 해석하는 정보의 ‘지각적 해석’ 두 가지로 구분

된다.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서의 역할은 정보의 조직화와 수용자의 정보이해능력

을 파악하게 해 주는 것으로, 그에 걸맞은 광고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수용

‘정보를 지각함으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수용자 정보처리

과정’이라고 유두호(2016)는 자신의 논문에서 정의하였다. 정보의 수용은 정보의 획

득 및 활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어떠한 정보에 노출된 사람은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정보를 주의하여 기억하고, 정보의 조직화를 통해 이해하며, 그 후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정보에 대한 감정 등에 대입하여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 즉 수

용이란 정보처리 과정을 통하여 조직화 된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하는 과정을 말한

다.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수용자의 인지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를 결합

하여 수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억

사람은 일상생활 중 항상 정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기억능력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일반적으로 일부분의 정보만을 기억하게 된다. 이때 정보는 정보처리과정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기억되는데, 정보 처리 진행과정에서 기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중기억이론’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Atkinson & Shiffrin(1968)의 기억

모델 모형을 기초하여 홍지안(2018)은 기억의 종류를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감각기억은 ‘감각저장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오감을 통하여 외부정보가 아주

짧은 시간동안 저장된다. 무의식 상태에서 정보를 분석하여 수용자와의 관련성이

높으면 정보를 기억 및 단기기억으로 저장하지만 정보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바로 망각된다(이영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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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억에서 지속적 주의가 이루어지거나 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될

때에 단기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단기기억은 정보가 처리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라고 홍지안(2018)은 표현하였다. 단기기억에 기억이 저장되는 시간은

평균 20~30초 정도로 짧은데 지속적인 정보의 되뇜이나 기존 기억에 연관하여 기억

하지 않는다면 기억을 빠르게 망각하게 된다. 또한 정보의 단위는 청크(Chunk)로

이는 ‘의미 있는 정보들의 집합’을 말한다. 단기기억에서 일정한 청크 이상의 단위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정보과부하가 생겨 오히려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일

이 생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심리학에서의 장기기억은 용량에 제한이 없이 영구적으로 저장되

는 기억이고 스키마(schema)라는 형태로 저장된다(여정식, 2007). 스키마는 네트워

크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용자의 경험을 통해 발전한다. 어떠한 유형의 정보를

수용하고 주의를 끌게 만드는 즉, 수용자가 받아들이기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스키마는 의사결정이나 단기기억에 새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2. 광고인지와 소비자반응

 

  소비자가 이성적 및 감성적 소구 광고 메시지의 자극을 받아 최종적인 광고효과

를 나타내는 과정은 '소비자 반응'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소비자 반응' 모형

에 따르면 소구 형태는 소비자의 인지적 또는 정서적 반응과 연결되고 이러한 소비

자 반응이 최종적인 효과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반응 및 정서적 반

응 과정에 관한 이론은 소구 효과연구에 관한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정보처리를 하는 동안 '무심결에'(spontaneously) 갖는

생각들을 인지 반응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반응이 광고효과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지 반응의 과정에 따르면 광고 효과 결정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광고 메시지 자체의 주의분산, 이해 난이도, 애매 모호성, 혼돈성과 같은 것

이며, 두 번째는 메시지와 소비자의 신뢰성, 관련성, 의미성, 정보처리의 효용성 등

을 말한다.

또한, 소비자는 광고메시지에 대하여 이해를 한 후 메시지 내용에 동의를 할 수

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처럼 소비자의 메시지에 대한 노출 시의 반응에 따라

상표 태도가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는 광고에 노출되는 동안 메시지에 담겨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그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거나, 반대를 한다거나, 혹은 광고원천

에 대하여도 평가절하를 하기도 한다. 이럴 때 광고내용에 대해 지지를 할수록 광

고의 설득적 효과는 높아질 것이며, 반대를 하거나 광고원천에 대해 평가절하 할수

록 광고의 설득적 효과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인지적 반응과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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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지 반응의 종류

 

  소비자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지지주장 혹은 반박주장을 한다. 지지주장(support

arguments)은 소비자가 메시지에 동의하는 생각이다. 반박주장(counter arguments)

은 메시지 내용을 부정하는 생각이다.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 개인마다 얼마든지 다

른 반응을 할 수 있다. 광고실행에 대한 반응으로는 실행지지와 실행격하가 있다.

실행지지(execution bolstering)는 광고 실행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고, 실행 격하

(execution derogation)는 광고 실행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다.

  소비자가 광고 혹은 다른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될 때 인지적 반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관여도

광고내용이나 광고제품에 고관여 될수록 정교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응의 수

가 더 많아진다.

(2) 지식수준

제품 지식수준이나 일반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메시지 이해도가 높고 다른 것들

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인지적 반응이 많아진다.

(3) 주의집중/분산

주의가 집중되는 상황일수록 보다 많은 인지적 반응이 유발된다.

(4)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

소비자의 인지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인지적 반응이 많아진다.

(5) 정서유발 광고

광고가 긍정적인 정서(emotion)를 유발할수록 많은 인지적 반응이 보인다.

 

 2) 인지 구조와 인지 반응

  어떤 대상에 대한 인지적 구조는 그 대상과 관련된 개념들로 구성되는데, 한 브

랜드에 대한 인지적 구조가 그 브랜드의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것을 인지적 구

조모델이라고 한다.

  이 분야 연구자들은 인지적 반응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인지적 구조가 매개

(mediate)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인지적 반응은 인지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인적 구조는 다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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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지적 구조모델과 인지 반응모델

 

  태도형성을 설명하는데 인지적 구조모델과 인지 반응모델은 독립적으로 제기되었

지만, 그 후 Lutz & Swasy(1977)등은 이 두 가지 견해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리

하여 그들은 인지 반응, 인지 구조, 그리고 태도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이 모형은 소비자가 광고 노출 이전에 그 제품에 대한 인지 구조와 태도를 형성

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형성하고 있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 모형에 의하면 광고

노출에 따른 인지 반응은 새로운 인지 구조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인지 구조를 변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 인지반응은 인지 구조에 긍정적으로, 부정적 인

지 반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형성 혹은 변화된 인지 구조는 다시 태

도 형성 혹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과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정서', '느낌', '감정', 혹은 '기분'과 같은 감

정적인 구성체들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언어적

정보에 관한 인지, 합리적, 이성적 처리나 해석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

다. Atkinson(1980)과 같은 심리학자는 인간의 감정을 배고픔, 갈증, 성욕 같은 기본

적인 '동기'와 분노, 환희 등과 같은 '정서'로서 구별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구성

체를 포함한 일반적인 용어로서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

분의 연구들이 감정적 구성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엄격한 구분 없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빚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라고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을 이해를 위해서는 정서적 구성체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정은 실제 제품 구매 결정시 재인을 쉽게 해준다. 또한 감정

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다른 대상에게로 번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

다.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주

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광고 상황에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 원천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고 표현 요소의 유머, 공포심 등이 주가 되는 광고 메시지의 내용 측면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광고 표현 요소의 독창성, 신선감, 참신성 등 주가 되는 광고 표

현 형식을 들 수 있다.

  광고에 의해 일어나는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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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서적 반응은 광고몰입과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광고태도 평가

와 같은 인지 요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둘째, 하나의 광고에 의해서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과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이 동

시에 일어날 수 있다. 특히 TV광고는 15초 내지는 30초 동안 설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연출하므로 시청자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셋째, 광고에 의해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의 정도는 광고 노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이것은 같은 광고 자극일지라도 관여에 의해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광고노출에 상당한 주의 집중을 기울이는 경우 비교적 강한 정서적

반응과 더욱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하나의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 통제는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

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Aaker, Stayman(1988)는 피험자 들이 광고 노출동안 느끼는 따뜻함의 정도가 서로

다름을 발견하였으며 Edell & Burke(1987)도 피험자들에게 광고 시청동안 느끼는

정서의 정도를 진술하도록 요구한 결과 어떤 피험자들은 과거 사건까지 회상해 내

어 유쾌한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 지루한 정서를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서적 반응의 차원 또는 측면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정

서적 차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Edell & Burke(1987)는 169개의 정서 요소를 경쾌함, 따뜻함, 부정적임 등

3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Stayman & Aaker(1988)는 따뜻함, 즐거움, 화남으로

나누고 있으며, Batra(1987) & Stayman(1988)도 역시 세 가지 차원(긍정적-행복한,

긍정적-따뜻한, 부정적)을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둘째,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서의 차원으로서 Mehrabian &

Russell(1974)의 PAD; 기쁨(Pleasure), 각성(Arousal), 지배(Dominance) 이론이다.

Havlena & Holbrook(1986)은 PAD 패러다임이 Plutchik(1980)의 정서 범주(공포,

분노, 기쁨, 슬픔, 역겨움, 수용, 기대, 놀람)보다 신뢰성, 타당성이 더 높아 정서적

반응의 차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Holbrook(1987) & Batra(1988)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매개하는 정

서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많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온 일련의 정서적 항목들에 관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이러한 즐거움, 각성, 지배의 세 가지 정서적 차원을 지지

하였다.

정서를 세 가지 차원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Pavelchak,

Antil & Munch(1988)는 정서를 각성과 즐거움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즐거움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불쾌감보다는 즐거움을 느낄 때 더 효율적으로 정보처리를 한

다는 '처리 효율 원칙'과 각성과 관련하여, 정서적 강도는 부호화와 이에 후속하는

관련 자극의 회상을 촉진 시키는 정서적 경험에 반응하는 자극에 주의를 집중한다

는 '강도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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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 상태는 자극 부호화와 이에 따른 광고 회상을 높여 주는, 넓고 잘 통합된

인지 범주의 활성화를 초래함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 요

소는 광고 회상을 촉진시킨다고 하였으며, 각성 요소는 자극의 강도가 높을수록 주

의집중의 폭을 좁힘으로써, 주의의 범위를 벗어난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자극의 회

상이 줄어들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Goldberg & Gorn(1987)도 긍정적인 기분은 기억 속에 상호 연결된 경로를 더 많

이 갖고 있는 넓고 잘 통합된 범주를 창조하며, 새로운 정보와 기억정보 사이에 연

결고리가 많을수록 기억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3. 광고 인지

인지(Cognition)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이고, “각종 환경 자극에서 그 자극

이 지니는 의미 또는 정보의 내용을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 다시 구

성하여 보유, 변환, 산출, 활용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또한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등으로부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즉 지각

(Perceiving), 착상(Conceiving), 판단(Judging), 감지(Sensing), 추리(Reasoning) 등

을 포괄하는 모든 처리 과정이다(생명과학, 2018).

또한 Lavidge & Steiner의 광고효과 위계모델에서는 효과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광고가 제공하는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인지

적 과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광고를 통해 태도와 느낌이 변화되는 감정적 과정이

고, 마지막 단계는 광고 자극이나 직접 욕구들에 의해 구매동기가 환기되는 행동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현석(2009)은 인지는 “감각-지각-인지”의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했다. 즉, 인

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외부환경으로부터 자극을 감각을 통해 받아들

이고, 감각 기관을 통해 유입된 정보는 뇌에서 처리되며 지각이 발생한다. 이 때 지

각된 정보는 최초로 유입된 정보와는 다를 수 있다. 지각은 의식적인 감각 경험이

라고 할 수 있다. 지각과 인지는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다르다. 지각은 감각을 통

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지는 뇌로 유입된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감각 기관을 통해 유입된

정보는 뇌에서 처리되며 지각이 발생한다. 이 때 지각된 정보는 최초로 유입된 정

보와는 다를 수 있다. 결국 지각은 “의식적인 감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주의란

유입된 자극을 인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인 노력 정도이며, 가중

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Duchowski, 2007). 이러한 주의에 대한 연구는 주의가

정보처리과정에서 역할을 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어 왔다(Janiszewski &

Tavassoli, 2013). 주의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내에서 정보처리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작업 기억이란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각종 인지적 과정을

계획하고 순서 지으며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장”이다(곽호완 외, 2008). 이 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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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자체의 수용량이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선택적 주의이다. 소비

자는 자신의 환경에서 제시되는 자극들 중 관심을 끌만한 자극에만 관심을 기울이

게 되는데 이를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곽호완 외, 2008). 선택적 주의는 작업 기억

에 보관되어 있는 기억에서 차후 결정에 필요하거나, 영향력 있는 정보를 선별한다.

광고에 있어 시각적으로 주의를 끌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Lutz,

MacKenzie & Belch(1983)의 연구에서 인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감각과 지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지 이후의 과정은 충분

히 연구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인지 이전의 과정은 또 다른 연구의 분야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광고는 광고 수용자가 감각을 통해 광고 매체를 ‘보고 있는’ 즉, ‘지

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가 투입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광고가 인지되게 된다.

여러 광고 중에 LED전광판 광고는 고객이 ‘이동’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물체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

우, 제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정보단서를 활용한다. 이러한 정보

단서는 제품과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내재적 단서(intrinsic cue)와 외재적 단서

(extrinsic cue)로 구분되는데 이 중 외재적 단서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해당 제품과 분리시킬 수 없는 속성들로서 가격, 상표, 판매처 등

이 이에 포함된다(Jacoby et al., 1971). 실제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평가하고 품질을

유추하는데 있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미지와 같은 제품 외 요소들을 활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광고 재인

재인은 구매시점에서 중요한 브랜드 인지도로 브랜드를 알아봄으로써 제품범주

욕구를 발생시키므로 브랜드 선택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반면에, 회상은 구매

전에 제품범주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고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를 떠올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광고 인지는 크게 광고 재인과 광고 회상으로 설명한다

(Shapiro, 1982).

광고에 할당된 주의의 양이 증가할수록 광고와 브랜드 정보처리에 할당된 운용기

억, 즉 인지적 용량은 증대하게 된다. 브랜드 정보의 깊은 수준의 처리는 브랜드 정

보를 기억 속에 더 잘 입력되게 한다. 브랜드 정보처리의 인지적 결과는 지각, 추

론, 판단, 정교화, 시연, 그리고 기억으로부터의 회상과 관계된다. 회상과 재인에 영

향을 미치는 정교화의 양과 광고 처리의 깊이가 광고 정보처리의 수준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기억의 관점에서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

표는 회상과 재인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적 변인에는 구매의도와 같은

직접적인 행위 의도가 포함된다(박현수, 2013).

본 연구에서는 광고 기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광고 재인을 측정하였다. 재인은

광고가 제시된 후 제시된 정보가 시청자의 머릿속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재인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험이 일어날 때 이미 어떤 단서가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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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인출 과정을 돕게 되나, 회상의 경우에는 실험대상자가 자신의 힘으로 보다

많은 인출작업을 해야 하며,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의 표상을 의식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회상은 재인보다 더 힘들어지게 된다. 회상을 요구하는 질문에

는 자극 전체를 인출해 내도록 하는 경우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의 경우이다.

2) 광고 회상

회상은 광고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편적인 지표이며(Stewart, 1989),

옥외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종종 사용된다. 회상은 기억의 명시적인 검

사이다(Shapiro & Krishnan, 2001). 회상은 말하기 읽기와 같은 좌뇌 활동과 연관이

있다 (Krugman, 1977). 결과적으로 회상점수는 더 높은 수준의 브랜드 정보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tapel, 1998).

Lynch & Srull(1982)에 의하면 회상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설명 또는

단서를 제공받은 후 광고의 내용이나 브랜드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억해 내는 것이

다. 이는 사람들이 습득한 정보를 그대로 인출해 내는 것이다. 이어 인출된 정보가

특정 맥락 속에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재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재인의 경우, 인출단계가 없이 확인하는 단계만으로 이루어진다. 회상의 이러한 이

단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회상할 수 있는 정보는 항상 재인할 수 있으나 재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항상 회상되지는 않는다. 회상점수는 회상이 재인보다 더 어려운 수준

의 과업을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재인 점수보다 낮게 나온다(Krugman, 1972). 이는

광고메시지가 소비자에 의해 처리되고 기억 속에 저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Krugman, 1977). 회상점수는 또한 매력성이

나 그림의 품질 등과 같은 감정적인 광고요인들보다 의미, 노출시간, 제품 포지셔닝

등과 같은 인지적 광고 요인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Leigh, Zinkhan &

Sawminathan, 2006).

회상은 기억 내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인출하여 내는 과정이다. 회상에서는 친숙

한 회상이라는 것이 의식적인 사고와 지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상은 표상

을 기억 속에서 인출해내어 그것을 의식 속에 제시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회상은

표상을 기억해내야 할 자극물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은 채 그 정보를 기억 속에서

인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요 매체의 경우 광고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재인과

회상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igh, Zinkhan & Swaminathan, 2006;

Rossiter & Percy,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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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 인지반응

1)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인지반응

1965년에 Krugman은 태도와 설득에 관한 연구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

여수준에 따라 광고메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처리 경로가 달라진다는 주장하

였고, 그 이후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관여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저관여 반응위계 모델은 광고인지와 구매행동 간

의 고리를 제공해주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고, Krugman(1971)이 주장한 것처럼 친

숙성은 광고인지와 구매행동을 이어준다고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은 광고인지가

감정을 이끌어 내고, 이 광고인지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감정은 광고인지와 구매의

도의 고리역할을 하는 다리가 된다고 제안하였다. 광고효과 연구에 있어서 광고태

도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80년대 이후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광고 태도의 다차원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Burton & Lichtenstein, 1988; Gresham & Shimp,1985; Miniard, Bhatla & Rose,

1990; Olney, Batra & Holbrook, 1991).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 태도는 크게 인

지적 차원과 감성적 차원으로 구분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광고태도, 상표태도, 구매의도 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각각의

광고반응차원의 설득효과는 광고효과의 측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에는 주로 카피테스트 측정척도의 개발과 같이 실무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다(Aaker & Bruzzone, 1981) 첫째, 메시지의 관련성, 의미성, 신뢰성, 정보유용성

등 주로 광고에 대한 이성적, 논리적 반응의 차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메시지 이

해의 난이도, 모호성, 혼돈성, 주의의 분산성 등 주로 메시지 자체에 대한 이해의

난이도를 반영하는 차원을 들 수 있다. 셋째, 광고 표현요소의 오락성, 유머스러움,

흥미도 등 주로 광고를 보는 즐거움을 반영하는 차원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독

창성, 자신감, 참신성 등 주로 광고 표현형식의 차별성 또는 창의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광고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애정, 따뜻함, 부드러움, 온화함 등 광고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차원을 들 수 있으며, 여섯째, 광고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흥분, 열

정, 속도감 등 주로 신체적 반응을 유발시키는 활동성 차원을 들 수 있다. 일곱째,

표현 형식에 대한 혐오감, 짜증감, 유치함 등 주로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의 차

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메시지 반복성 또는 친숙감을 반영하는 차원과 메시지에

대한 몰입도 또는 관여도를 나타내는 차원도 제시되고 있다.

2) 광고반응과 이중 매개 가설

한편 광고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ad: Aad)의 실증적 연구는

Messmer(1979)에 의해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광고태도에 관한 단독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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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선험 상표태도(prior brand attitude)가 광고에 노출된 개인의 태도반응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험 상표태도의 정

도에 따라 TV광고의 노출효과가 유의적이었으며, 긍정적, 그리고 선형적으로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에 대한 초기의 호의적 태도도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효과에서 감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광고태도 개념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광고가 유발하는 감정반응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무엇보

다도 기초심리학 내에서 인간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인지적 차원과 광고태도에 대한 개념을 구성해 주고 있는 감정적 차원도 함께 다루

고 있는 Petty & Cacioppo(1980, 1981, 1983, 1986)의 정교화가능성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은 1980년대의 수용자의 태도 변화이론을 주도해 왔던 대표적인

모델 가운데 하나이다. ELM모델에 따르면, 소비자의 태도 변화는 두 가지 다른 통

로를 통해서 발생한다.

그 하나는 중심통로(central route)인데, 이는 광고수용자들이 주어진 쟁점이나 주

장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며 또 그 생각들을 체

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설득과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주변통로(peripheral route)이다. 주변통로를 통한 설득은 주변적인 설득단서나 비쟁

점 관련적 사고로부터 발생하는데, 주어진 설득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따져보는 등의 능동적인 생각 없이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Mitchell & Olson(1981)은 광고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구매 의도는 광고

에서 주장한 그 상품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념뿐만 아니라, 광고 자체에 대

한 태도에 의해서도 매개된다고 하면서, 태도변용에 관한 고전적 조건형성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내세웠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은 광고태도, 상표태도, 그리고 구

매의도간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MacKenzie &

Lutz(1982)는 체계적으로 특정의 상황적 가설을 수립하고 정리하는데 커다란 공헌

을 하였다. 그러나 광고에 대한 태도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결론은 아

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광고 태도의 연구들이 도출해 낸 광고 태도와 상표에

대한 태도 간에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높은 외적 타당도를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광고에 대한 태도와

상표 태도를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한 의미변별 척도로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측정시기도 매우 인접해 있어서 연구의 이월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

문이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MacKenzie, Lutz & Belch(1986)는 광고에 대한

인지반응, 상표에 대한 인지반응, 광고태도, 그리고 구매의도 간의 이론적인 상황의

고리를 가설화하여 4가지 대안적인 상황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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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Kenzie, S. B. Lutz, R. J. & Belch, G. E.(1986). The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as a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A Test of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May),

pp.130-143.

<그림 3> 광고태도의 효과에 관한 4가지 가설의 구조모형

5. 광고 태도

태도의 간단한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성향을 나

타내는 내적 감정의 표현을 말하며, 심리적 과정의 결과로서 태도는 직접적으로 관

찰할 수는 없고 개인이 말한 것이나 개인의 행동에서 추론해야 한다(신석, 2013).

또한 특정 대상물 또는 대상물의 집합에 대해서 일관되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습된 경향을 말한다. 태도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은 태도가 인식

(Cognition), 감정(Affect), 의도(Conation)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태도

에 대한 이성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태도는 개인적 본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성적 행동이론은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기능으로써 행동의도의 결정을 개념화하며, 이성적 행동이론은 태도를 간단히 어떠

한 개념에 대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개인의 일반적인 감정이라 정의한다. Fishbein

& Ajzen(1975)은 한 사람의 행동은 그가 그 행동을 수행할 의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위 이전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특정 행동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도(intention)는 그 행동 실행

에 대한 태도(attitude)와 규범(norm)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두 연구자들은 의

도를 태도의 능동적인 요소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능동적인 요소가 태도의 정

서적인 요소와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였다(Fishbein & Ajzen, 1975). 따라서 소비자

연구가는 소비자에게 질문하거나 소비자의 행동에서 추론함으로써 소비자의 태도를

평가하며 광고에 대한 태도를 특정 노출상황 하에서 특정 광고자극에 수용자가 호

의적 또는 비호의적 방식으로 반응하는 선유경향이라고 정의한다(양윤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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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태도는 광고에 대한 정서적 측면(광고에 의해 유발된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

는 것)과 광고의 인지적 측면(광고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으로 구성된다. 소비

자는 광고에 노출되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광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

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형성의 기초가 된다. Lutz(1983)는 광고에 대

한 태도란 ‘특정의 노출상황 하에서 특정한 광고자극에 대한 수용자들이 호의적 또

는 비호적 방식으로 반응하는 선유경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특정광고를 보고 난

후에 나타나는 광고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양윤 외, 2011).

실제 광고 태도의 실증적 연구는 Messerrer(1979)가 시작하였는데, 연구의 목적은

광고 태도에 관한 단독적 접근보다는 소비자의 선험 상표태도(prior brand attitude:

기존 상표에 대한 긍정적/중립적/부정적 태도)가 광고에 노출된 개인의 태도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험 상표태도가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험 상표태도가 부정적이면 광고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선험 상표태도가 긍정적이면 광고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김은진, 2008; 양윤, 2013)는 것이다. 즉 광고 태도는 광고에 대한 반응

중에서 호의적인 선택 행위에 긍정적 관련이 있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광고 태도

연구들은 광고의 거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와 각 개인이 소비자로서 광고를 이용

할 때 느끼는 효용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즉, 개인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광고

태도의 주요한 측면 중 하나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은진, 2010).

이처럼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태도는, 소비자 행동연구 및 심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소비자 행동연구에서는 태도를 소비자의 특정한 행동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로 보고 있으며,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과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연결해 주고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광고의 영역에서 광고에 대한 감정반응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어, 광

고 태도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광고 태도는 환경의 어떤 측면에 관한 동기

적, 감성적, 지각적 및 인지적 과정들의 지속적인 구조로 어떤 대상에 일관되게 호

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성향 즉, 광고에 대한 호감도

를 의미한다. 이처럼 태도는 사회심리학과 소비자 행동연구 분야에서 모두 핵심적

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으로, 소비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느끼며 제

품이나 서비스에 관해 어떠한 경향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연구와 마케팅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태도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행하여졌으나, 특히 광고효과 부분의 정량적인 분석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로 광고태도 변화는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태

도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태도가 소비자 행동을 연결해 주는 결정적인 변수로 인식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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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흥미          욕구          기억          행동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6. 광고 AIDMA 모델

광고가 효과를 나타내는 과정은 흔히 AIDMA 모델로 표현된다. 즉 소비자가 광고

를 접할 때 먼저 광고 메시지에 대하여 주의(attention)를 하고 이어서 흥미

(interest)를 느끼게 되며, 이것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욕구(desire)로 발전하고, 소비

자에게 기억(memory)되었다가 최종 구매행동(action)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림 4> AIDMA 모델

마케팅 전략의 AIDMA 모델(또는 AIDMA 법칙)은 미국의 클렌드 홀이 제창한

것으로 광고수용자가 광고에 노출된 후 거치게 되는 5가지 구매 심리적 과정으로

인간이 소비행동을 일으킬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구매되기까지 다섯 단계의

과정을 소비자가 통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행동 과정에 관련

된 이론이며 주의, 흥미, 욕구, 기억, 행동의 첫 글자를 딴 합성어이다. 소비자가 제

품에 대해 주의, 주목하고 흥미를 느끼며,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게

되며, 이를 기억하여 제품을 구매행동으로 소비자의 행동변화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기존의 AIDMA 모델은 본 연구에서 검증해보려는 LED전광판과 공중파간의 효과

로 적용해 볼 수 있다. 1단계: 주의→ 2단계: 흥미→ 3단계: 욕구→ 4단계: 기억→ 5

단계: 구매행동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어 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LED전광판 광고

와 TV광고에 대해 어떤 광고속성 때문에 주목하게 되는가, 어떤 메시지에 대해 흥

미를 느끼는가, 그리고 어떤 광고 메시지들이 요구로 전환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구

매행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

한 단계는 크로스미디어의 광고효과 AIDMA모델로도 성립할 수 있다.

7. 광고효과

한상필(1996)은 광고효과 측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시기에 따라 5단계로 구

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효과 측정 실시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1930년~1950

년대, 그리고 광고에 대한 인지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

던 1950년~1960년대, 다음으로 광고효과의 단계적(hierarchy)측정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된 1960년~1970년대, 광고효과에서 인지적 효과의 비중이 큰지, 설득적 효과의 비

중이 큰지의 논의가 진행된 1970년~1980년대, 마지막으로 광고효과를 동시에 측정

하는 것과 사후에 측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198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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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측정에 대한 광고 분야의 지속적인 관심을 소개하였다.

또한 광고의 효과는 여러 변인 간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하는데,

광고에 대한 노출과 광고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며, 광고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고노출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박

현수, 2013). 노출은 광고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주로 미

디어기획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뤄져왔다.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광고의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기에 노출효과의 규명은 광고 관련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으며(Bruner & Kumar, 2000), 노출효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광고효

과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Lavidge & Steiner(1961)의 연구에서도 광고효

과 발생의 선행조건으로 광고에 대한 노출을 언급하고 있으며 광고란 기본적으로

노출을 기반으로 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고 어떠한 매체기획이나 참신한 크리에이

티브를 활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용자들이 광고를 접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반응

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노출이란 수용자들이 특정 광고를 보거나 들을 기회, 즉 광고가 지각될

기회의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 어떠한 TV채널에 광고가 집행될

경우 수용자가 그 광고를 시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은 광고물의 지각과

는 별개이고 광고 지각에 선행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은 광고효

과 측정에 객관적인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은 점차 늘어나는

광고비용에 대한 정확한 광고효과 측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요한 내용은 광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노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runer & Kumar, 2000).

광고효과 측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광고노출의 측정은 광고

효과 규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왔고 주로 미디어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

행되어 왔다(조정식, 고윤숙, 2001). 노출이란 특정 광고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노출

될 기회(OTS, Oppotunity To See)를 의미한다(김효규, 2012). 구체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광고노출 분포를 추정하는 연구(박현수, 2008; 박원기,

2010; 박현수 외, 2013), 매체/비히클 간 중복노출 규명 관련 연구(박현수, 2003;

2008; 이서용, 2013; 박현수, 2015), 유효 효과 빈도수 관련 연구(김효규, 2012), 이월

효과 규명 관련 연구(윤재웅, 박현수, 201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효과를 추정하는 연구 또한 광고의 노출을 추정하는 분야의 연구만 정교화 된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광고노출과 연계한 모델링 연구는 지극히 미약한 상

태이기에 관련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광고활동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사실 광고활동이 매출을 얼마만큼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답은 제시되지 못했

다. Lodish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33%에서만 광고활동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나타났고 나머지 67%에서는 광고와 매출 간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로디쉬 외는 광고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규명하

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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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예를 들어 판매에는 제품의 가격, 유통, 경쟁상황 등 광고 이외의 변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광고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소

비자 반응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광고 집행이 즉각적인 매출 증가를 유도하지는 않

는다는 의견도 있다(Batra, Lehmann, Burke & Pae, 1995).

광고효과 측정분야는 광고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해왔고 관련 연구

들도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광고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내용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지만 매출에 미치는 광고만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고 많은 외생변수들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지, 태도 변화 등의

측정이 부각되었다(Leckenby & Plummer, 1983). 기존의 연구들은 광고의 효과를

매출 변인과 커뮤니케이션 효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중 광고-매출효과는 광고부

터 매출에 이르기까지 개입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 체계화

되지 않아, 소수의 변인들만을 이용한 연구들만이 몇몇 진행되어왔다(김영 외,

2013). 매출효과는 광고를 통한 판매량과 판매액의 변화를 의미하며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광고를 통한 광고와 제품, 브랜드 인지적 및 감성적, 행위적 변인들의 변화

를 의미한다(Lavidge & Steiner, 1961; Shimp, 1981; Michel & Olsen, 1981;

Leckenby & Plummer, 1983; Assumus, Farley & Lehmann, 1984; Kreshel,

Lancaster, & Toomey, 1985; Holstius, 1990; Schreiber & Appel, 1991; Park, 1998;

Kamel,Mela & Gupta, 1999; Danager ,Bonfrer, & Dhar, 2008; Joshi & Hanssens,

2010). 이 중 광고-매출효과는 광고부터 매출에 이르기까지 개입되는 다양한 변인

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 체계화되지 않아, 소수의 변인들만을 이용한 연구들

만이 몇몇 진행되어왔다(김영, 2013).

이에 반해 광고-커뮤니케이션 효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의 경우 객관적인 데

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모델링이 시도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 분야는 초기 상태

이다. Kreshel, Lancaster, & Toomey(1985)는 미국 광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캠페인의 평가를 위해 어떠한 변인을 이용하는지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약 79%

가 커뮤니케이션 변인으로 광고효과를 측정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내에서는 박현수(1999)가 광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조사에

응한 61개의 광고회사 중 41개의 회사가 광고효과 측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중

90%의 매체 담당자들이 효과 측정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변수들을 사용한다고 응

답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광고효과모델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Barry &

Howard, 1990), 아직까지 광고효과의 측정에 있어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이라는 것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Bruner & Kumar, 2000). 광고 효과에서

관련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의 효과는 시간적인 측

면에서는 단기적/장기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측정되는 종속변수는 매출효과/커뮤니

케이션 효과로 구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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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단계 일반적인 측정 변수들

인지적(Cognitive)

인지(Awareness/recognition)

이해(Comprehension)

회상(Recall)

태도적(Affective)

제품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Product)

좋아함(Liking)

선호(Preference)

행동적(Conative)

확신(Conviction)

구매 의사(Intension to Purchase)

실제 구매(Actual product purchase)

<표 1> 광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 변수들

출처: 박현수(2013)에서 재구성.

광고효과를 매출효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회의와 함께 광고 커뮤니

케이션 효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부각되었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광고에 노

출된 수용자들의 인지적(cognitive), 감성적(affective), 행동적(conative) 변인들의 변

화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인지적 요소는 광고 메시지의 재인(recognition), 회상

(recall), 이해(comprehension)등을 의미하며 감성적 변인은 브랜드 태도, 선호도, 확

신(conviction)등을 의미한다. 이제 학계와 실무에서는 광고효과로 커뮤니케이션 효

과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광고주들은 자신들이 집행한 광고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측하길 희망한

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광고가 만약 적절한 효과의 분석 없이 집행된다면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집행의 효율성이나 결과의 파악도 어려울 것이다

(박현수, 1999). 광고의 효과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광고캠페인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다음으로 향후 광고캠페인을 기획할 때

기존의 광고효과 측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ultz & Barnes, 1995).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광고효과 측정이 광고이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제시되어 있다(김광수, 2005). 이러한 배경에서 광고효과 측정은 광고 분야에서 매

우 중요하게 다뤄져 온 광고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며, 국내의 광고 환

경적 요인과 제도적 한계점, 기술적 한계점 등으로 인해 관련 광고효과 관련 자료

의 현장 중심 데이터화가 필요하다.

8.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

TV와 라디오의 크로스미디어 효과를 분석한 Edell & Keller(1989)의 연구에서는

크로스미디어 효과가 확인되었다. TV와 신문의 혼합매체 효과를 분석한 Edell &

Keller(1999)의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들에 따라, 단일매체의 광고에만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보다 혼합매체에 노출되었을 때 광고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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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점증적으로 다각화되고 복잡해져가는 매체환경 때문에 혼합매체를

활용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제 급변하는 매체환경에서 소비자가 접할 수 있

는 미디어의 종류 수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소비자들이 하루에 접하는 매체는 최

소 4-5개에 달하며, 이에 따라 단독매체에서만의 광고효과도 줄어들고 있다(홍종팔

2009; 오세성, 김정, 2012; 허남일, 2014; 박현수, 2014). 국내의 지준형(2011)의 연구

에서 TV광고와 옥외광고의 크로스미디어 사용이 광고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므로 LED전광판 광고는 단독 미디어(TV 등: ATL 매체) 운영보다는 타 뉴

미디어 광고와 교차하여 운영할 경우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크로

스미디어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과거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소수 매체를 통한 광범위 메시지 전달 전략

에서 탈피하여, 미디어를 중심으로 최적의 효율을 추구하는 광고를 집행하는 방향

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다수의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크로스미디어 운영 전략

이 자리 잡게 되었다(이서용, 2015).

1)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정의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대표적인 형태는 대중매체(ATL 매체)와 뉴미디어를 교차시

키는 것이다. 대중매체와 뉴미디어를 결합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캠페인은 파급력

이 높은 TV광고와 인터넷 광고를 교차시켜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

고, 대중매체를 통한 수동적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상호작용 매체를

통해 노출 후 검색과 같은 능동적 정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경렬,

2012). 또한, 크로스미디어 광고란 사전적으로 매체 간 교차광고를 의미하며(오창우,

오세성, 박노성, 2007), 상호 보완한 매체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커뮤니

케이션 전략이고, 정보의 전달수단인 매체를 복수화 함으로써 광고의 성격과 목표,

규모, 타깃, 지역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의미로 통용한다(한아영, 2015).

크로스미디어 광고 전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개념은 미디어 믹스이다. 미디어

믹스 전략은 하나의 광고를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매체에 집행하는 것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타깃을 설정하고 광고의 도달범위와 구매의도를 최대

화하기 위한 반복적인 광고 집행 전략이라 볼 수 있다(박승배, 김일석, 2008; 덴츠

크로스미디어 개발 프로젝트 팀, 2008 / 2009). 기업들은 과거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소수 매체를 통한 광범위 메시지 전달 전략에서, 탈피하여 미디어를 중심으로 최적

의 효율을 추구하는 광고 집행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

심에는 다수의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광고메시지를 전달하는 크로스

미디어 운영전략이 자리 잡게 되었다(이서용, 2015).

즉, 크로스미디어 광고는 매체 간 상호 발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최적화

된 매체 믹스를 통하여 광고주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광고 집행 구조를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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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방법 내용

동종매체 결합
동종 매체 내 채널 간 결합

또는 지방 TV 결합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이종매체 결합 이종매체 간 교차 광고

이벤트 & 스폰서링
방송사와 광고주가 공동으로 이벤트 진행

혹은 광고주가 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광고

<표 2> 크로스미디어 광고 유형

2)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유형

일반적으로 크로스미디어의 광고 유형은 동종매체 결합, 이종매체 결합, 이벤트

& 스폰서링 광고 등으로 나뉠 수 있다(오세성, 2004). 동종매체 결합광고는 같은 종

류의 매체 간 교차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TV l 과 TV 2와 같이 채널

간 결합 혹은 지역 TV간 결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종매체 결합

광고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매체 간 교차광고로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광고주가 프로

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식 등의 형태를 가진다(오창우 외, 2007).

자료: 오창우 외(2007)

TV, 라디오,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전통매체와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가 결합된 형태의 이종매체 간 교차가 근래에 많이 활용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 유형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잡지, 신문 또는 옥외광

고에 QR 코드가 삽입된 형태 혹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하여 포털사이트 검색

창을 TV나 인쇄매체 속에 제시하는 형태 등이 있다(이유재, 유재미, 2010).

(1) 공중파 광고(TV광고) 개요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TV광고 방송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빠른 성장

과 폭넓은 영향력을 보여 주었고 효과적인 매체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깊숙이

들어와 있다. TV광고는 시청각의 영상화면으로 보여지며, 영상언어를 구성하는 약

호 즉 색채, 조명, 카메라 움직임, 앵글, 편집 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기

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민경원, 1996).

광고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명시된 기업의 제품, 이미지, 서비스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료로 알리는 설득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된 정보의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TV광고란, TV라는 매체를 통

해서 영상, 언어, 소리의 구조적인 기호화로 수용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변화를 일으

켜 구매까지 이르게 하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변상경, 2014). 또

한 김재현(2013)은 TV광고를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의 가치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생활을 대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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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된다.” 고 하였다.

이진영(2012)은 TV광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TV광고란 구매행동 유발

을 목적으로 TV라는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말한

다.” 즉, 시청각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므로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반복 효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브랜드를 기억하거나 인지시키는 데 효

과적이다. 인쇄 광고는 시각에만 호소하고, 라디오광고는 청각에만 호소한다면, TV

광고는 시각과 청각 모두에 호소할 수 있으므로 상품 또는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어서 강한 인상을 남겨 다른 광고에 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TV광고의 이러한 구성은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 관

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메시지’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함기훈 외, 2010). 이러

한 메시지의 효과는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그리고 청각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영상 메시지는 시각적 표현

이 우선된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을 보충할 경우 해당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기

억과 이해 정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뢰도 역시 높아진다(박주혜, 2002). 특히

TV광고의 경우 15-30초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므

로 언어와 영상 그리고 음향의 구성이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소비자가 TV광고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즉 TV광고는 몇 개의 장면들이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스토리를 형성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대부분의 TV광고는 정지화면이 아닌 동영상의 형태를 띠

고 있다. Hall & Buckholz(1982)는 이러한 현상이 TV광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동영상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TV광고를

시청한 소비자는 장면을 통해 해당 광고의 메시지를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TV광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회사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소비

자들 또한 TV광고가 제품구매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

로 TV를 통한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신은재(2004)에 의하면 “음성은 TV광고에서 뜻과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며 나레이터나 배우의 음성은 여러 가지 톤과 억양, 권위적이거나 동정적인

목소리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준다.”고 한다. 영상 메시

지는 시각적 표현으로 전달되는 기호이다. 영상 메시지는 언어 메시지로 인지시키

기 어려운 부분, 즉 제품의 기능과 사용 장면을 한눈에 이해가 되도록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영상 메시지는 소비자의 적극

적인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향 메시지는 광고에 표현된 모든 음악을 포함한

다. 음향메시지에는 배경 음악과 가사 음악, 슬로건 음악 등이 있는데, 배경음악이

란 비주얼이나 영상 메시지와 함께 제시되는 음악을 말하고 가사 음악이란 광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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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언어 메시지가 포함된 음악을 말한다. 슬로건음악은 광고 슬로건을 음악

화한 것으로 로고송이라고도 한다. 음향 메시지는 광고에 대한 회상과 이해를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2) 옥외광고 개요

옥외광고란 옥외에 노출되어 대중이 볼 수 있게 하는 광고를 뜻한다(Osborne,

A.C., & Colemanm, R., 2008). 미국옥외광고협회(The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of America)의 옥외광고의 정의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는 집 밖에서 소

비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라고 정의하였다. 즉, 집 밖

에서 볼 수 있는 교통(버스, 택시)광고, LED전광판 광고, 빌보드광고탑 등이며 요즘

은 통상 O.O.H(out of home)미디어를 말한다.

옥외광고는 가정 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에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일정한 공간을 점거하여 불특정 다수인

의 가시영역에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광고이다. 점포사인, 버스 승강장 광고, 고속

도로 빌보드, 지주광고탑, 네온사인, 옥상간판, 벽면광고, 현수막 광고, 디지털 사이

니지 등 광고기구를 이용한 것이 모두 O.O.H 옥외광고에 속한다. 옥외광고는 역사

상 가장 먼저 이용된 광고매체로써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매매를 위한 광고를 하는

데 옥외광고가 사용되었고, 또 고대 로마의 벽화의 일부에도 옥외광고의 형태가 있

었으며 상업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 판매광고에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과 같이 인쇄

광고나 SNS, 전파광고가 지배적인 시대에서도 그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박종민,

2010).

특히, 옥외광고는 옥외에 노출된다는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각적 광고 형태에서 벗어나 기업의 전략적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이고 정부, 공기관의 홍보 캠페인 형태로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옥외

광고는 소모적 행위라기보다는 문화적 행위로, 나아가 소비문화를 구성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권규승, 2010).

옥외광고는 경제성장과 각종 국제행사와 더불어 꾸준하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규모 있는 국제 행사를 통해 광고주로부터

선호되는 매체로 인식되었다.

(3) LED전광판 광고개요

옥외광고 중 LED전광판이라 함은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되어 각종 정보 안내 및

광고,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형 전광류 시스템을 말하며, 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등의 광고를 표출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LED전광판은 특수 발광소자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면 각각의 소자가 소정의 색상을 나타내는데, 이 소자들의 빛

을 혼합시켜 원하는 색상을 생성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출시키는

원리로 가동된다.

옥외광고 중 뉴미디어인 LED전광판 광고는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움직이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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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고 브랜드를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며, 소비

자로 하여금 바로 구매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어 단순한 광고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여 각광 받고 있다(고한준, 이종민, 이태준, 2014). 또한 LED전광판 광고는 지하

철, 쇼핑몰, 극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AR, VR과 같은 신기술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서 최신 기술이 상용화되는 미디어 분야이자

맞춤형 공공 캠페인 진행이 가능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매체로도 평가받고 있다(이

미나, 2015). 실제 국내에서도 서울 중심 상권 또는 교통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신

기술이 적용된 미디어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LED전광판을 전국 네트워크로 묶는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광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된다면 LED전광판 광고시장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

능성이 있다. 또한, LED전광판 광고는 실제로 소비자들의 출퇴근길은 물론 각 기업

과 관공서 등 옥외 공간 곳곳의 생활패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차량의 증가와 도심 생활

공간의 확대는 옥외광고로서의 LED전광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서성교,

2007). 특히 LED전광판 광고는 신소재, 신기술의 발달로 첨단 컴퓨터에 의해 동화

상이 구현되는 기술로 색상변화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동영상 광고화면 표출, 생중

계를 통한 이벤트 활용이 가능한 매체로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권규승, 2010).

현재 옥외용 LED전광판은 거리의 대형 TV로서의 옥외용 광고, 홍보 매체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옥외광고 매체의 대표적인 LED전광판 광고는 급속히 변화하

는 현대 도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제품, 브랜드 정보를 전달

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는 매체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옥외광고는 하나의 제품 및 브랜드 광고만을 노출시켰으나 동영상

플레이가 가능한 LED전광판 광고는 개수의 제한이 없이 광고 콘텐츠를 평균 15

개~20개의 광고를 돌아가면서 노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개의 규격과 형태, 컬러

로 화면이나 문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한 LED전광판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수

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정 밖의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어 인식도 높은 광고효과를 얻고 있으며, 특히 야간의 경우 밝은 조명을 통한 노

출수준으로 인해 광범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소비자들의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의 옥외광고 매체가 기능상 광고나 PR활동보다 정보 전달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LED전광판 광고는 대형 화면을 통해 다양한 동영상을 송

출하여 강한 임팩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광고를 집행하고 운영하는 매체사 입장에서도 다른 미디어보다 초기 설치

투자비가 다소 높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높은 광고효과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규제중심이었던 옥외광고 법령과 지역 조례의 옥외광

고의 진흥법개정과 새로운 광고 활용의 확장 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과도기를 맞이

하며 여러모로 변화 하고 있다(천용석, 2018). 기업 또한 광고의 소비자 접점을 극

대화하는 다양한 광고형태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밝은 영상과 주목도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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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을 제공하는 옥외 LED전광판 광고에 관심이 증가되는 양상을 맞고 있다(박영

용, 2015).

LED전광판 광고는 2016년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1호에 ‘디지털광고물의 도입’

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행정자치부, 2016),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자사제품과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되

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 산업부분에는 해결해야

할 옥외광고법의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와 같이 LED전광판 광고는 기술적 발전을 바탕으로 식품, 자동차, 화장품, 의

류, 핸드폰 등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화 광고, 대학 광

고, 지자체 홍보, 의료법에 규제받는 병·의원 광고, 각종 캠페인 광고까지 폭넓게 사

용되고 있다. 특히, 원하는 지역에 집중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은 도심 생활 중심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수용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어, LED전광판 광

고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선행연구

(1) 크로스미디어 선행연구

광고 및 마케팅에 활용된 크로스미디어 전략은 타깃 및 미디어 인사이트를 바탕

으로 소비자와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매체 간 상호 발견을 꾀할 뿐 아니

라, 광고주에게 저비용, 고효율 광고 전략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매출 증대에도 기여한다. 이와 같은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긍정적 효

과를 밝혀낸 선행연구 중, Chang & Thorson(2004)은 전통매체인 TV와 뉴미디어인

인터넷 조합의 크로스미디어 광고가 단독 매체를 통한 반복적 광고 집행방식보다

광고 몰입도나 지각된 메시지 신뢰도 등에서 더 높은 광고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은선(2011)은 대학생들에 대한 크로스미디어 광고 노출이 광고태도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Wang(2007)의 연구에서는 뉴

미디어인 모바일폰을 이용한 SMS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두 매체 간의 교차광고가

소비자의 지각된 매체 몰입도와 메시지 강도,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해냈다. 오세성(2010)의 연구에서는 MCR(Media & Consumer Research)의 기

초자료(raw data)를 기반으로 크로스미디어 이용 형태와 결합 유형별 이용시간에

따른 구매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단독 광고 대비 크로스미디어 광고가 구

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합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밝혀냈다.

이전까지는 단독 광고 대비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효과 및 매체 결합 유형에 따른

광고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에 반해, 이은선(2011)은 소비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디어 수용자가 즐겨 이용하는 매체들의 조합을 의미하

는 미디어 레퍼토리와 크로스미디어 광고 운영이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에 미치

는 긍정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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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연구자 연구 결과

유형에 관한

연구

Chang

Thorson(2004)

TV+웹 광고가 일반광고 대비 광고 몰입이나

지각된 메시지 신뢰도 등에서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임

Wang(2007)

모바일을 통한 SMS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광고 결합의 크로스미디어 광고가 소비자의

지각된 매체몰입도와 메시지 강도, 브랜드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

오세성(2010)

MCR Raw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로스미디어 결합유형에 따라 제품구매와 광고매체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소비자 특성

효과 연구

정연경(2006)
광고 수용자의 능동성과 접촉 동기에 따른 TV+인터

넷 조합의 크로스미디어 광고에 대한 태도 차이 검증

강미선(2009)
소비행동은 소비자가 친숙한 매체를 이용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길형,김민정

(2013)

소비자의 자기 효능감은 크로스미디어 온라인 구전효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표 3>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선행연구

서구원 외(2007)는 한국관광공사의 ‘구석구석 캠페인’을 사례 연구에서 신문, 텔레

비전, 잡지, 인터넷과 함께 사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성공적 예시를 분석하여 크

로스미디어 광고의 효과에 대해 증명하였다. 이경렬 외(2008)는 롯데 칠성음료의

‘2% 부족할 때’ 광고 캠페인을 분석하여 TV광고만 보았을 때 보다 TV광고와 인터

넷 광고를 같이 집행했을 때 인지도가 26.4% 증가하여 구매 의향이 0.25% 증가함

을 나타내 크로스 광고 효과를 입증하였다.

정연경(2006)의 연구에서는 TV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인식도와 관여도를 고려

하여, 소비자의 특성인 광고 접촉 동기와 능동성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차이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능동적 특성을 가진 수용자가 수동적 수용자보다 더 호의적인 광

고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미디어에 대해 느끼는 친

밀감이라든가 소비자의 자기 효능감과 같은 특성이 크로스미디어 광고에 긍정적 효

과를 더해주는 것으로 밝혀냈다(강미선, 2009; 이길형, 김민정, 2013).

기존 연구들 중 실제로 집행된 크로스미디어 효과를 측정한 사례는 Briggs &

Hollic(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효과를 실제 현

장사례를 통해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브 뉴트리움 바’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고캠페인을 추적하여,. 크로스미디어를 활용한 광고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와 오프

라인 광고의 보완적 관계를 증명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온라인의 도달률과 빈

도가 3배 증가함에 따라 도브 뉴트리움 바에 대한 구매의도가 14% 증가하였으며,

브랜딩 효과는 전체적으로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독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보다는 TV, 온라인, 그리고 인쇄광고의 조합이 가장 높은 광고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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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온라인 광고의 경우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브랜딩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용 효율성이 가장 큰 매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2003년도에 클리넥스와 콜게이트 치약의 TV, 인쇄, 그리고 인터넷 광고로

구성된 크로스미디어 광고 효과 조사는 전통매체와 인터넷 광고의 효과적인 믹스와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주었다. 첫째, 고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인터넷 광고의 비

중이 약 10-15% 정도가 되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둘째, 인터넷 광고는

도달률과 노출빈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인터넷 광고량을 늘릴수록

ROI가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TV와 인터넷이 결합된 ‘라네스 걸’, ‘애니모션’, 인쇄매체와 TV 그리고

인터넷이 크로스 된 ‘현대생활백서’, TV와 모바일이 크로스 된 ‘M3파워’, ‘OB맥주’

캠페인, 지상파TV, 케이블TV, 그리고 인터넷이 결합된 ‘넥서스 캠페인, 그리고 지

상파TV,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이 결합된’ 옵티머스 2X’ 캠페인 등의 사례들이 크

로스 미디어 매체 활용의 효과를 증명하였다(송민희, 백주연, 2005; 이은선, 2011).

이경렬(2012)의 연구에서 TV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의 이종매체 간 크로스미디

어 광고캠페인의 광고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TV와 인터넷 배너광고를 연계

한 크로스미디어 광고캠페인에 노출된 집단의 광고 몰입, 브랜드 몰입, 그리고 구매

의도가, TV광고 단독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캠페인에 노출된 집단의 광고 몰입, 브

랜드 몰입, 구매 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크로스미디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광고에 대한 개

념과 실무적 효능에 대한 연구들(오창우 외, 2007; 박승배, 김일석, 2008; 김운환, 신

일기, 2010; 안해익, 2012),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

(이경렬, 2012; 유재미, 이유재, 2013; 이서용, 2013; 박현수, 2015)과 크로스미디어

광고 유형이 매체 몰입도를 중심으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최슬기, 2015)에

이르기까지 크로스미디어 광고관련의 분야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결과에서 매체의 결합 시 광고 태도와 관련한 여러 지

표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크로스미디어 광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옥외광고 선행연구

국내 O.O.H 옥외광고에 대한 효과연구는 비교적 늦은 시점인 1990년대에 시작하

여 현재까지 약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왔는데, 연구초기에는 데이

터가 많지 않아 대부분 탐색적 수준의 연구와 대형 옥외매체 중심의 인지효과 측정

연구에 국한되었다. 국내 초기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진행된 옥외광고 관련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옥외광고 논문들은 총 27편이었으며,

이중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연구는 4편, 효과분석 및 측정에 관한 연구는 3편

에 불과했다(유지연, 2005). 그 내용을 보면 옥상광고, 전광판 광고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를 측정하는 연구와 인지도 기반의 효과 지표인 일일 유효 노출인구(DEC),

1,000명당 도달비용(CPM) 등을 산출하는 광고비 중심의 연구들이었다.

2004년 한국옥외광고학회에서 ‘옥외광고학 연구’를 발간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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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경부터 O.O.H 옥외광고에 대한 효과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급격하게 늘어

나게 되었다. 염성원, 강우성(2009) 등의 옥외광고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이 시기부

터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실험 및 서베이 등 정량적 방법에 의한 과

학적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참고 문헌의 경우에도 학술논문의 인용 및 참고

가 많아지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경향성이 확대되어 학계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

자들이 옥외광고학 연구나 광고관련 학술지 등을 통해 O.O.H 옥외광고 미디어 광

고효과 연구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기술인 GPS나 아이트랙커 등을 이용

한 과학적인 방식의 효과연구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박현, 2017).

이경식, 박주식(2017) O.O.H 옥외광고 연구는 광고소구 유형과 소비자 몰입이 옥

외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1)소구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광고몰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관여도에 따라 소구 유형이 소비자 광

고몰입에 주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3)소비자 광고몰입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광고몰입이 광고태도와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구유형과 광고몰입은 LED전광판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이경식, 박주식, 2017).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Fitts & Hewett(1977)는 현지 실험을 통해 옥외광고의 인

식효과를 측정하였다. 미국의 10개 도시를 실험집단으로 선정, 미스 아메리카의 이

름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를 집행하였으며, 1개 도시는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옥외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 광고 집행 전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미스아메리

카의 이름 인식여부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에게 있어 광고

집행 전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아 옥외광고 수용자에게 미치는 인식효과를 입증하였다.

염서, 고한준(2018) 연구는 중국 상하이의 홍차오 국제공항에 설치된 O.O.H 옥외

광고를 중심으로 중국 공항 옥외광고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홍차오 국

제공항을 방문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항에 설치된 옥외광고에 대한 승객 맥

락성을 파악하였다. 승객 맥락성이란 공항에 있는 광고 매체에 관해 승객의 위치,

시간, 개인정보에 따라 광고가 적합한지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국공항의 옥외광고에 대하여 비

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맥락성이 매체효과 및 광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홍차오 공항에 있는 중국 성인남녀 총 203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객 맥락성이 광고가치, 매체태도, 광고태도 및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항 옥외광고에 대한 매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승객 맥락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염서, 고한준, 2018).

이러한 예상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진행한 결과 예상대로 주효과, 즉 매체와

장소 간의 관련성이 광고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하

목, 지준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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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렴, 박현(2017)의 연구는 뉴미디어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유저인터페이스 인식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경험이 매체태

도와 광고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모델화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았다.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저인터페이스가 미디어 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저인터페이스는 매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지만 광고태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미디어 몰입은 매

체태도와 광고태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디지털 사이지니 매체

에 대한 태도와 광고태도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이니지 미디어 경험이 소비자가 매체에 대한 평가와 해당 매체에 집행된

광고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이는 실무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정렴, 박현, 2017).

이형민(2016)의 연구는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을 비롯한 공연 콘텐츠 마케팅에 O.O.H 옥외광고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O.O.H 옥외광고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매

체의 거대한 크기와 주목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경험과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

는 개인의 자극 추구 성향이 뮤지컬 대형 빌보드 광고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수용자의 자극 추구성

향은 대형 빌보드의 형태로 제시되는 뮤지컬 광고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태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용자의 자극 추구성향은 공연되는 뮤지컬에 관련된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뮤지컬을 관람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용자의 자극 추구성향은 뮤지

컬 대형 빌보드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공연 관람의도로 더욱 강력하게 연결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극 추구성향이 높은 수용자들이 뮤지컬 콘텐츠 소비 가능성이 높은 마케팅 목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대형 빌보드 형태의 O.O.H 옥외광고가 뮤지컬

콘텐츠 마케팅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이형민, 2016).

Donthu, Cherian & Bhargava(1993)는 옥외광고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옥외광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차로 매일 통근하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광고의 위치, 색상, 광고물에 표

현된 단어의 수, 응답자의 옥외광고에 대한 관심 정도, 광고자체에 대한 태도가 옥

외광고 재인과 회상에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전자

의 방향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광고, 고속도로에 위치한 광고, 컬러광고보다는 흑백

광고에 사용된 단어의 수가 적을수록, 옥외광고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옥외광고나 LED전광판 광고의 효과는 인구 이동이나 교통량을 확인하는 연구 또

는 옥외광고 글자체나 비언어적 메시지 광고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광

고주로부터 선호되었던 4대 매체도 더 이상 안정적인 시장을 기대할 수는 없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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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는 다양한 광고매체 속에서 옥외광고의 효과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옥외광고 산업에 디지털의 도입에 따라서, 옥외 광고 산

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4) 크로스미디어 효과

(1) 크로스미디어 반복효과

Edell & Keller(1989)는 이러한 차이가 각 매체의 특성이 다르고, 이로 인해 소비

자가 어떤 매체에 먼저 노출되는지에 따라 해당 광고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이를

다시 기억해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TV광고는 시

각적 요소(제품, 등장인물, 배경화면, 자막 등)와 청각적 요소(등장인물의 대사, 나레

이션, 배경음악, 음향효과, CM송 등)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특정 TV광

고를 본 소비자는 광고를 구성하고 있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머릿속에 저장한다. 이러한 과정과 관련하여 Paivio(1986)의 ‘이중 부호화 이

론(dual-encoding theory)’에 따르면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는 소비자의 머릿속

에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저장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나중에 어떤 단서가 주어

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적 요소 또는 청각적 요소를 기억하게 된다.

반면, TV광고와는 달리 LED전광판 광고는 시각적 요소만으로 만들어진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시각적 요소만을 보고서도 이와 관련되는 청각적 요소를

‘어느 정도’ 떠 올릴 수 있다(Childers & Houston, 1984; Maclnnis & Price, 1987).

예를 들어, 소비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떠

올릴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특정 감각에 대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감각에 대한 자극을 떠올리게 되는 현상을 ‘통합

적 연상’이라고 부른다(신석규, 2009). 따라서 LED전광판 광고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옥외 동영상 광고의 시각적 요소를 바탕으로 청각적 요소를 떠올

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LED전광판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은 대부분 특정 장소로의 이동을 위해 거리를 걷거나 차에 타고 있을

때 인지하게 된다. 또한, Greenwald & Leavitt(1984)에 따르면 소비자가 광고에 노

출되었을 때 광고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노력의 정도는 그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옥외 동영상 광고에 노

출된 소비자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청각적 요소를 떠올리기보다는 광고가 제시

하는 시각적 요소만으로 광고 메시지를 처리할 것이다.

둘째, 사람은 외부로부터 제시되는 정보를 처리할 때 시각적 요소에 크게 의존하

는 경향이 있다. Roberr Muir에 따르면 사람이 외부로부터 인지하는 자극의 83%는

시각이고, 10%가 청각, 4%가 후각, 2%가 촉각, 1%가 미각이라고 한다(신현영, 송

지성, 2009 재인용). 또한,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정보가 동시에 제시될 때에도 시

각을 자극하는 정보가 청각을 자극하는 정보에 비해 훨씬 더 빨리 처리되고 (Eg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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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er, 1977), 두 정보가 모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자극하는 정보만

제시된 것으로 지각하는 편향적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

부분의 경우 LED전광판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는 이전에 TV광고에 노출되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광고의 청각적 요소보다는 시각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될 것

이다(김보성, 민윤기, 2009; Sinner, Spernce, & Soto-Faraco, 2007).

(2) 크로스미디어 상호효과

매체의 특성을 상호보완적으로 교차시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크로스 미디어

광고의 대표적 형태로, TV광고에 인터넷 포털 검색창을 자막처럼 등장시켜 브랜드

키워드 검색 및 인터넷 광고페이지로의 유도를 꾀하는 전략이 최근 실무적으로 다

루어졌다. 이유재와 유재미의 연구 결과, 크로스미디어 광고는 일반광고 대비 브랜

드 태도와 광고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이유재,

유재미, 2010).

크로스미디어 상호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소비자는 동일한 광고 메시지라 할지라도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훨씬 더 신뢰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메시지

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 소비자는 그 메시지가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고, 이로 인해 그 메시지를 훨씬 더 ‘유용한’ 정

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Harkins & Petty, 1987). 이렇게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

도가 높아지면 소비자는 해당 광고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긍정적 생각들을 하게 되

고, 이러한 긍정적 생각들은 궁극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MACinnis, Moorman & Jaworski, 1991).

둘째, 소비자는 동일한 양상(modality)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광고 메시지

보다 서로 다른 양상을 통해 전달되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

향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광고 메시지를 처리할 때 주변

경로보다는 중심경로를 이용하여 더 정교하게 처리(cental processing)하고 결과적

으로 해당 메시지를 더 잘 기억하게 되는데, Tavassoli(1998)는 이러한 경향성을 ‘부

호와 다양성 이론(encoding variability theory)’이라고 부른다. 광고의 경우 동일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예:TV-시각과 청

각; 라디오–청각; 인쇄 –시각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호와 다양성

이론에 따라 동일한 광고 메시지라 할지라도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

될 때보다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기억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광고가 해당 제품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

할 때 위와 같이 크로스미디어의 사용을 통해 광고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기억정

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광고가 해당 제품에 대한 긍정

적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크로스미디어의 사용을 통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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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메시지에 대한 기억이 향상되면 해당 광고 및 제품에 대한 태도 역시 향상될 것

으로 예상된다(이우철, 김지호, 2003; Unnava & Nurnkrant, 1991). 반면, 동일한 매

체를 통해 전달되는 광고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소비자는 해당 메시지를 처

음에는 중심경로를 통해 처리했다 하더라도 노출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심경로보

다는 주변경로를 통해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Perry & Cacioppo, 1996). 이 경우

해당 광고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메시지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

는 요소들, 즉 매체 자체의 신뢰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Chang & Thorson,

2004).

한편, Moore & Reardon(1987)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양상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

지를 주변 경로보다는 중심경로를 통해 처리하는 경향성이 광고태도 및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즉, 크로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 메시지의

질이 높다고 평가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매체 노출횟수

의 증가에 따라 강화되었지만, 각 메시지의 질이 낮다고 평가한 소비자의 경우 이

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셋째, 소비자는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광고 메시지에 비해 서

로 다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광고 메시지가 더 많은 심미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양상의 변화(modality variation)”, 즉 동일한 광고 메시지를 각

매체가 주로 사용하는 양상에 따라 광고의 시각적 요소 또는 청각적 요소로 인한

다양성 자체가 해당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흥미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렇게 특정 광고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된 소비자는 그 광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우철, 김지호, 2003).

(3) 크로스미디어 상승효과

과거의 미디어믹스 전략은 매체 중심적 관점에서 미디어들을 결합하는 것으로 통

합적인 광고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크로스미디어 광고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매체별

장점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매체를 조합하는 전략이며, 통합

적인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포함한다(McAllister & Turow, 2002;

Havlena, Cardarelli & Montigny, 2007; 송민희, 백주연, 2005). 하나의 매체를 활용

하는 것보다 다수의 매체를 활용하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관점에서 다양한 매체의 활용은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증

가시키며, 각각의 매체가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Edell

& Keller, 1989; Naik & Raman, 2003; 오세성, 김정, 2012). 또한 광고주들은 미디

어의 조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목표수용자에게 노출시

킬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접하므로 하나의 매체에

광고를 접할 때보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나 태도가 증가될 수 있다(Chang &

Thors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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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형태의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긍정적 상승효과에 대한 실무적 사례 중 가

장 성공적인 것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6년

에 실시한 ‘구석구석 캠페인’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신문, TV 등의 파급력이 높은

기존의 대중매체를 통해 국내 관광 명소를 소개하여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삽입된 인터넷 검색창에 ‘구석구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도록 유도해서, 소

비자에게 추가 정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캠페인 전략이었다. 그 결과,

광고에서 소개된 지역의 관광객이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하였고, 온라인 커뮤니

티 방문객 수 및 브랜드 검색 횟수 모두 큰 증가율을 보이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서구원, 이두희, 이동원, 2007). 또한 개인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선택적으

로 수용하는 상황에서(강미선, 2007) 접점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크로스미디어

광고는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다양한 매체에

광고비를 투입하는 경향이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다른 광고 선진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두희, 박종민, 2010),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옥외광고 산업에서

크로스미디어 광고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크로스미디어 광고에서는 사용된 매체들의 통합적인 광고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된 광고의 정확한 효과가 측정되지 않는다면 광고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향후 광고기획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4) 타 매체와 결합효과

LED전광판 광고 역시 광고매체 중 하나로 다른 매체와 결합하여 운영될 때, 효

과가 크다. 이에 LED전광판 광고와 TV, 신문, 라디오, 잡지 4대 매체와의 결합 또

는 혼용할 경우 광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 TV와 결합효과

LED전광판 광고는 TV와 달리 채널의 선택권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TV 시청

률이 낮은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매체이다. 즉, 활동성이 높은 젊은 층은 거리

를 활보하거나 자동차를 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한 광고노출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TV와 LED전광판 광고는 광고 효과 면에서 상호 보완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옥외 LED전광판 광고는 TV CF용 필름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TV와

LED전광판 광고 교차 운영 시 노출 효과를 증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신문과 결합효과

신문과 LED전광판 광고 교차는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신문 광고의 도달범위가 제한적이나,

옥외광고는 광고 도달 범위를 넓혀 줄 수 있다. 아울러 LED전광판 광고는 화려한

영상과 움직이는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세세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문과의 교차를 통해 높은 광고 효과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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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디오와 결합효과

라디오는 청각만을 이용하는 미디어이나, LED전광판 광고는 여기에 시각적 요소

를 더해 준다. 기존 라디오의 도달율과 도달빈도 그리고 LED전광판 광고의 도달율

과 도달 빈도가 결합된다면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LED전광판 광고에

서 영상으로 시각적 효과를 얻는 동시에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청각적 메시지를 전

달한다면 영상의 재생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라) 잡지와 결합효과

잡지는 타깃층에 도달하는 효과는 높으나, 빈도가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도달빈

도가 적은 잡지와 LED전광판 광고를 병행 운영한다면 특정 소구 대상에게 도달빈

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LED전광판 광고의 특징을 통하여 원하는 지역에 중점적

으로 광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미디어 전략을 통하여 LED전광판 광고가 다른 미디어와 교차 운영된

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LED전광판 광고를 통하여 메시지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광고 효과

를 증대시킬 수 있다. 4대 매체의 광고의 크기는 작으나, LED전광판 광고는 대부분

크기가 크므로, 소비자의 집중도나 기억도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LED전광판 광고와의 병행으로 반복도를 높이는 동시에 광고비가 저렴하여 경제적

이다. 넷째, LED전광판 광고는 지역 한정성과 반복 소구와 장기적 노출을 통해, 소

비자에게 기업의 광고 인지를 강화할 수 있어 타 매체보다 유효성이 인정된다.



- 50 -

<그림 5> STUDY 1 연구모형

제2절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1. 연구모형

크로스미디어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

면 하나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다수의 매체를 활용하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관점에서 다양한 매체의 활용은 광고 효과를 증가시키며 각각의 매체가 상

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여 크로스미디어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

다.

이론적 고찰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크로스미디어 연구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STUDY 1의 연구모형에서는 광고운영(단독

미디어 광고,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방법에 따라 광고 인지 요인 즉, 재인과 회상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 또한 광고 태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지를 확인해 보았다.

2. 연구가설

1)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광고 인지)

Wang(2006)은 인터넷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광고 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고회상, 메시지 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크로스미디어의 광고

인지가 긍정적일수록 크로스미디어 광고 효과는 더욱 작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복합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단일 매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효과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박신영 외, 2012, Voorveld, 2011). 이는 매체마다 사용하는 양

상이 노출된 매체에 따라 소비자가 광고 메시지를 머릿속에 저장하고(encoding) 저

장했던 메시지를 기억해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Edell & Keller, 1989; Paivio,

1986). Chang & Thorson(2004)의 연구에서도 전통매체인 TV와 뉴미디어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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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가 단독 미디어를 통한 반복적 광고 집행방식보다 인지가

더 높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1 단독 미디어(TV광고)보다는 크로스미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 집행

했을 때 광고 인지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단일 매체 집행보다는 크로스미디어의

광고 집행이 더욱 효과적이며 이러한 광고 재인과 광고 회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크로스미디어 광고는 단순히 매체간의

결합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통합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광고 재인과 광고 회상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의미한다(오창우 외, 2007).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크로스미디어를 활용할 경우, 광고 효과에 영향을 주

는 광고인지나 재인의 지표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LED전광판 광고와 다

른 미디어(TV)가 결합했을 적에 크로스미디어 광고 인지효과 즉 광고 재인과 광고

회상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1-1 단독 미디어(TV광고)보다는 크로스미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 집

행했을 때 광고 재인이 더 높을 것이다.

H 1-2 단독 미디어(TV광고)보다는 크로스미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 집

행했을 때 광고 회상이 더 높을 것이다.

2)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광고 태도)

인지심리학자들은 광고에 대한 태도는 다중 매체들로부터 획득돼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며 개인의 욕구에 따라 측정되고 정리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Pilotta &

Schultz, 2005).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태도를 형성할 때 중심경로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주변경로를 거칠 것인지는 소비자의 정보처리 동기,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정보처리 동기와 능력이 높다면 중심경로를 거치고, 동기나 능력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주변경로를 통해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지각되는 광고의 속성

과 관련해서 Ducoffe(1996)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광고가 제공했는지에 대한 인

지적 반응으로 광고가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광고 가치가 직접적으로 광고 태

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에게 지각되는 광고의 속성들은 인식하는

광고 자체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될 수 있으며 기업은 잠재적으로 광

고의 시장 지향성의 중요한 측정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Ajay & Bernard, 1990). 왕

(Wang, 2011)은 실제 집행된 광고 캠페인을 사용한 설문 조사를 통해 TV광고와

인터넷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광고에 노출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TV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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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높다는 결과를 통해 크로스미디어 시너지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Okazaki & Hirose(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광고는 기존 매체 특히 TV광

고를 대체하기 보다는 광고 효과를 오히려 상승시키며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TV광고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진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긍정

적인 광도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기존 매체인 TV와 새로

운 매체인 인터넷의 결합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Maddox, Mehta & Daubek(1997)은 기존 TV광고에 인터넷 주소창(URL)을 삽입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TV광고에 인터넷 주소창(URL)

을 알려주고 방문을 유도했던 광고유형은, TV광고에 인터넷 검색창을 삽입해서 키

워드를 입력하고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국내의 TV+인터넷 결합의 크로스미디어 광

고와 유사하다. URL의 삽입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TV광고에 인터넷 검색창이

삽입된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소비자의 광고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 인지는 광고 태도에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

는 예상 하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 2 단독 미디어(TV광고)보다는 크로스미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가

광고 태도가 더 높을 것이다.

3.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단독미디어 광고

전통적인 4대 미디어(TV, 신문, 잡지, 라디오) 중 광고 예산의 효율성과 집중을

위해 1개 미디어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 크로스미디어 광고

크로스미디어 광고는 매체간의 결합을 통해 동일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는 교

차 광고를 의미한다(오창우 외, 2007). 즉 크로스미디어 광고는 최근 인터넷, 스마트

폰, 소셜미디어와 같은 뉴미디어 등장과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모한 소비

자에게 직접 정보를 탐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를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함을 의미한다.

(3) 재인

재인은 단서나 광고를 접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광고에 대한 정보가 기억 속에 있는 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광고 회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의 강도가 약하며, 소비자들에게 한 제품 범주 내에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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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들을 제시해주고 각 광고를 과거에 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

이다.

Ducoffe(1996), 김재휘 & 김용환(2003), 박재경(2007), 이제원(2009), 조세나 & 이

승희(2009), 유현경(2011)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소폭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 회상

광고회상은 아무런 단서 없이 광고의 내용이나 광고의 정보를 끌어내는 것을 말

한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특정 광고 정보를 그대로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배재훈, 2013). 광고 회상은 관련된 실마리가 주어졌

을 때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기억으로부터 올바르게 인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종국(2009)은 광고 회상의 속성은 광고 속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광고가

친숙한 느낌 있어 기억이 잘된다, 광고가 타 광고와 달리 구분되어 알아볼 수 있다

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5) 광고 태도

특정의 노출상황 하에서 특정한 광고자극에 대한 수용자들이 호의적 또는 비호적

방식으로 반응하는 선유경향이며, 특정 광고를 보고 난 후에 나타나는 광고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utz, 1983, 양윤 외, 2011)라고 정의하였다.

광고태도는 Mackenzie(1986), Batra & Ray(1986), 최원주(2006), 이제원(2009), 김

은진(2010), 전은미(2010)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소폭 수정하여 활용하였

다. 광고 태도는 ‘광고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 광고는 잘 만들어졌다, 광고에 호감이

간다.’ 등의 항목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 자료를 참고 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행하

였다. 문헌 자료는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논문 등에서 수집하였으

며, 실증적 연구는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광고 운영 방식과 광고 인지(재인과 회

상)와 광고 태도 등의 개념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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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LED광고 속성, 광고몰입 및 광고태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Study 2)

제1절 이론적 배경

1. 광고의 속성

옥외광고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다른 광고물의 종류, 광고물의

크기, 도로 유형, 가시거리 등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수용자가 길을 걷거

나 차를 타고 가는 이동 중인 상황에서 광고를 접촉하기 때문에 순수 광고효과를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기존의 광고 연구처럼 ‘광고가 인지된 이 후’만으

로 광고효과를 한정짓기 쉽지 않다. 광고 자체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광고가 지각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봉철(2007)의 모바일광고태도의 선행요인 연구와

이제원(2009)의 광고속성이 광고태도, 브랜드인지,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도 광고의 속성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의

능력이며 소비자들의 광고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Chen & Hitt, 2002). LED전광판 광고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요인은 크게 2가지로

광고 자체와 그 외생변수로 나눠볼 수 있다. 전광판 광고 자체의 속성을 내부적 요

인으로 보았고, 외부환경에 의해서 주의를 끄는 경우를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유대근(2017)의 연구에서 LED전광판 광고의 내부적 요인으로 독특성, 가시성, 정보

성, 신뢰성이며 LED전광판 광고의 외부적 요인은 자연환경과 광고 혼잡도로 구분

지었다.

또한 국내 이경식(2014)의 연구에서 LED전광판 광고의 속성인 신뢰성, 정보성은

광고태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성, 신뢰성 순으로 경로계

수의 결과 값이 조사되었으며, LED전광판 광고가 눈길을 끄는 구성일수록 광고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이경식, 2014).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LED전광판 광고의 속성으로 정보성, 신뢰성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D전광판 광고의 외부적 속성인 자연환경과 광고 혼잡도는 통제

가 어려워 조사에서 제외하고, 연구 성격에 맞게 LED전광판 광고의 내부적 속성인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을 광고의 속성으로 4가지를 선정하였다.

1) 독특성

장양(2017)의 연구에서도 옥외광고의 독특성이 광고 몰입에 미치고 있음을 밝혔

다. 독특성이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힘을 의미한다. 독특성에 대한 연구는 여

러 분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되어 왔다. 독특성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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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은 미국심리학회(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J. P. Guilford

가 회장 취임 연설에서, 필수적으로 연구해야할 독특성 연구가 심리학에서 단 2%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한 이후로, 심리학계에서는 독특성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독특성에 대하여 연구하

는 학자들은 독특성을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것과 다른 개인들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용한 산출물을 새롭게 생성해 내는 것으로 정의한

다. 이러한 독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의 연

구는 독특성의 개념차원, 분석수준 차원, 독특성 경영차원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Feldhusen & Treffinger(1983)은 독특성을 많은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고, 유일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아이디어를 개발하

고 정교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일반 독특성과 광고 독특성의 차이에

대해 Moriarty & Robbs(1999)는 일반적 독특성 개념에서의 ‘새로움’, ‘적절함’이라는

차원 외에 ‘전략적’이라는 차원이 광고의 독특성 개념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략적’이라는 것은 광고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판매

를 촉진하여 목표를 달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옥외광고에서는 이러한 독특성이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Ogilvy(1983)는 판매 유발의 맥락에서 새로운 판매와 이미지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것이 독특성이며 제품을 팔지 못하는 광고는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고 하였고, 또

Bell(1992)은 독특성을 마케팅 목표와 경쟁 환경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Blaskoand Mokwa(1986)는 광고 독특성을 광고 메시지 안에서의 모순되는 아이

디어를 상상하고 표현하며 연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야누시안 사고(Janusian

thinking)’ 접근법에 의거하여 대립하는 컨셉, 아이디어, 심상을 동시에 나타내고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Klein(1990)은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서 일할 때

독특성은 사업 영역을 더욱 넓혀줄 수 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거나 명

백한 특징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두게끔 해주

는 것이 바로 독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Haberland & Dacin(1992)은 독창적

이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광고의 맥락에서 적절하고 의미 있어야 하며, 광고를

한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청자에게 요구하

는 것이라고 독특성을 정의하였다.

김현숙과 한상필(2012)은 독특성이 높은 광고와 독특성이 낮은 광고가 소비자의

신념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특성 높은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편향이 독특성 낮은 광고보다 크게 나타났

고, 소비자들이 광고 메시지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를 할 때에도 광고 독특성에 의

해 편향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은미, 이병관(2012)은 독특성의

두 가지 차원인 확산성과 관련성이 창의적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효과

가 소비자의 자기 해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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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독특성의 두 가지 차원인 확산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창의적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의 광고태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피험자들은 독특성이 낮은 광고 및 비

창의적 광고보다 확산성과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더 창의적이라고 인식하였고, 더

욱 호의적인 광고 태도를 지니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광고 독특성의 확산성과 관

련성 차원이 독특성 인식과 광고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연

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고의 지각된 독특성을 제품 구매욕의 유발을 위해

기존 사물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여 소비자 혜택으로 제시하는 독창적인 표현 능

력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특성을 광고 제작 전반의 프로세스가 아닌, 소비자가 판단하는

LED전광판 광고 자체의 독특성으로 보고자한다. LED전광판 광고의 독특성이란 광

고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광고의 핵심적인의 속

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시성

Budsen(1990)은 시각적 주의 이론(A Theory of visual attention)을 통해 시각 처

리과정을 시야에 들어온 범주화 가능한 물체들 간의 경주로 표현했다. 개인의 수용

량은 제한적이고 고정되어 있어, 주의가 부여하는 가중치에 따라 배분된다. 가장 먼

저 범주화된 물체는 3-5개의 물체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각적 작업 기억(Visual

Working Memory: VWM)에 보관된다. 이 시각적 작업 기억의 용량이 초과하게 된

후에 도달하는 정보들은 인지되지 않는다.

옥외 광고의 가시성이란 최대 가시거리에서도 눈으로 광고를 쉽게 알아 볼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심성욱 등, 2012). 옥외광고는 광고 노출 상황, 메시지 내용, 규모,

물리적 특성 등에서 타 매체광고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타 매체 광고와 비교하여

그 특성 및 장단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특히 이런 점은 가시성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광고에 있어 시각적으로 주의를 끌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광고 자극에 시각적 주의를 기울이

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되지 못한 광고 자극은 인지 과정에서 무시될 뿐 아니

라, 광고 효과도 발생되기 힘들다. 광고 자극이 선택되어야 제시된 자극에 대한 지

각이 강화되고, 그 후에 모든 유형의 인지처리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민욱(2006)은 옥외광고의 실무와 연구 현황을 고찰하였는데, 타 매체광

고 효과 분석과 비교해서 옥외광고 효과는 광고물의 가시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간은 외부 정보의 85% 이상을 시각 정보를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데(박연선, 2007),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시각 자극이 먼저 선

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옥외광고가 잘 보이는 지에 대해 측정하는 가시성은 매우 중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김하나(2011)는 아이트래커를 활용하여 옥외 광고물 개

선 사업을 통해 시각 탐색 작용의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옥외 광

고물 개선 사업을 통해 가시성을 개선하여, 적은 응시 횟수로 더 오랫동안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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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는 사실을 밝혔다. 심성욱(2012) 등의 연구에서는 야립 광고의 물리적 특성(야

간 조명도, 가시성, 장애물, 정체도)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이

때, 가시성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광고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가시성은 LED전광판 광고의 중요한 속성으로 대

형 전광판에 가시성 높은 콘텐츠를 노출하여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게 하

는 속성으로 보았다.

3) 정보성

정보성이란 광고에서 수용자 혹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속성이다. 소비자는 정보 욕구 측면에서 자신의 욕구와 관련 있는 사실과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광고를 통해 정보를 찾

으려 할 것이며,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나 브랜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광

고를 중시한다. Ducoffe(1996)는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에 기초하여 광고태도를

형성하는 광고 가치를 평가한 웹 광고 효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의 주요 특성

인 오락성, 정보성, 성가심, 광고가치 등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웹 광고에 대한 수용

자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

으로 광고의 정보성을 찾아내어, 광고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광고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별적 구매행위가 가능한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제품 대안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능력이 정보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광고의 정보성이 소비자들의 광고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otzoll, Haefner & Sandage(1989)의 연구에 의하면 광고의 정보성 역할은 가장

정당적인 기능이라고 하였다. Bauer & Greyser(1968)는 소비자에게 광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광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였으

며, 소비자들이 광고에 대해 받아들이고 찬성하는 연유도 또한 광고가 정보를 제공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Andrews(1989)는 광고에서 진실성이 있

는 화면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소비자에게 광고의 내재적 경제적 혜택을 믿도록

하는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역설하였다.

김연중(2011)은 광고가 정보적이어야 한다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서 얻는다고

느끼는 정보량의 수준이나 정보내용, 광고에 나타난 사실적, 객관적 정보내용을 파

악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의 광고물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가에 대해 광고주와 광고업 관계자들의 논쟁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얻는다고 느끼는 정보량의 수준이나 정보 내용 및 광고물에

나타난 사실적 객관적 정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들이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문영숙(2007)은 광고가 경쟁 제품이나 경쟁 브랜드로부터 차별화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기억이나 이해 수준,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광고의 정보적 요소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와 브랜드 태도



- 58 -

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며, 광고의 정보성이 소비자가 느끼는 전

체적인 광고가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김철중, 김홍

진과 강영창(2009)의 모바일 광고 요인이 수용자의 마케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광고의 정보성은 메시지의 효용가치와 메시지의 중요도에 유

효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비자가 광고에서 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광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보에 입

각한 제품선택 및 구매결정을 할 수 있게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한다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광고 메시지 내용에 있어 정보의 중

요성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소비자는 정보욕구 측면에서 자신의 욕구와 관련 있는

사실과 수치를 제시하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광고를

통해 정보를 찾으려 할 것이며, 이때 유의미한 광고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

나 브랜드에 대한 안내 등이 있다고 한다(오창호 외, 2008).

정걸진(2004)은 정보성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고의 정보성은 광고 그 자체를 합리

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다. 또 초리민(2013)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대해

받아들이고 찬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광고가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였으며, 이제원(2009)은 광고의 정보성이 높을수록 광고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을 증명하였고, 또 Raman & Leckenby(1998)도 광고의 정보성이 광고

가치 지각 및 광고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LED전광판 광고에서 정보를 추구할 수 있으며 LED전광판 광고의

정보성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보에 입각한 광고태도 형성과 제품 선택, 구매 결정

을 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4) 신뢰성

신뢰성은 기존 광고 연구에서 ‘정확성’, ‘진실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으며,

심리학, 역사학, 인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독자적으로 연구되

어 왔던 만큼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또한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

고 있는데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할 수 있다는 일반화 된 기대(Rotter,

1971)’, 또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이타적이고 유익할 것이라고

갖는 기대(Frost et al., 1978)’ 등이 그것이다. 한편 Wilson(1995)은 신뢰를 ‘거래의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이익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이보라, 2011 재인용).

김철중, 김홍진과 강영창(2009)의 모바일 광고요인 수용자의 마케팅 활동에 미치

는 영향의 연구결과는, 신뢰성이 활동(메시지의 효용가치)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증명하였다. 유현경(2011)의 컨벤션 광고의 인지적, 정서적 태도에 따른 신

뢰성 및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컨벤션 광고 신뢰성이 광고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광고 연구에서는 신뢰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신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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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광고모델의 공신력에 대하여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 공신력을 전문성과 신뢰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전문

성은 화자가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이며, 신뢰

성은 화자가 왜곡되지 않고 솔직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이원구(2012)는 DM광고의 소비자 신뢰성 구성요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DM광고에 나타난 신뢰성(진실성, 유용성, 선의)의 경우, 유명 백화점 브랜드로 인

하여 상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DM광고

에 나타난 감성적 신뢰의 경우, 봉투가 고급스러우면 DM을 열어 내용물을 본다고

했지만 이용하지 않는 백화점이나 저급한 디자인의 DM은 뜯지도 않고 버리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상품 사진의 질이 상품의 호감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초리민, 2013). 이러한 신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뢰는 브랜드 태도와 구매자

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참여자와 기업, 소비자 관계의 안정성에 긍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Anderson & Weitz, 1992).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브랜드

에 대하여 신뢰가 높은 고객은 사전에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이 기대를 기반

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실패에 대한 경험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고 하

였다(신우진, 2011).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 LED전광판 광고의 신뢰성이 광고속성의 한 요인으로서

광고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고의 신뢰성이 높을수

록 광고태도가 높아진다.

2. 광고몰입

일반적으로 몰입(commitment)은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자 관계

유지의 결과물로 이해되어질 수 있고, 또한 좋은 상호 관계 작용에 따른 결과물’로

여겨진다(Chang et al., 2011). Moorman et al.(1992)과 Geyskens et al.(1996)은 관

계몰입(relationship commitment)을 가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의도로

정의하였다. 사회심리학에서 비롯된 몰입(commitment)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비자

행동이론에 도입한 학자인 Krugman(1965)은 ‘오디언스들이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과 광고메시지의 연결한 횟수 즉, 1분 동안 메시지에 오는 자극과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빈도 또는 개인적인 관련 빈도’라고 몰입의 개념을

정의했다(이명현, 김정현, 2012).

Van Noort, Voorveld & Van Reijmersdal(2012)은 온라인 플로우를 4가지 차원으

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좀 더 넓게 그 의미를 정의한다. (1) 상

호작용에 대한 통제력을 인식하고, (2) 주의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 (3)

상호작용으로 유발되는 호기심, (4)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내재적 흥미로 경험하는

정도"(Webster, Trevino & Ryan, 1993). 상호작용 몰입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Hoffman & Novak(1996)이 강조한 플로우의 자기의식 상실, 내재적 즐거움, 그리고

자아 강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몰입'이란 용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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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Webster, Trevino & Ryan(1993), Van Noort, Voorveld & Van

Reijmersdal(2012)이 제안한 넓은 범위의 온라인 플로우 정의와 구별되도록 하였다.

기대와 결과를 근거로 하는 평가적 판단을 수반하는 상호작용 만족과 비교했을 때

몰입을 경험하는 소비자는 전적으로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모든

몰입 집중 상태 중에서 해당 순간의 정서적 상태, 매혹적 경험, 이전 기대와는 독립

된 열광 및 즐거움,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생기는 미래 결과에 집착한다( Novak,

Hoffman & Yung, 2000; Rose 외, 2012).

Gustafsson et al.,(2005)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관계를 지속하려는 몰입의 의도

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내재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감성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으

로 분류하여, 이들 몰입의 특징들이 다른 요소들과 가지는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계산적 몰입은 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과 희생으로 실현하는 이익에

대한 인지적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애착을 가지는 상태를 말하며, 감성적 몰

입은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데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나 애착을 말한다

(Gilliland & Bello, 2002). 또한 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는 연구들도 있다(Bansal et al., 2005; Jones et al., 2010), 이처럼 몰입은 현

실적이고 계산적인 측면과 함께, 상대방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감성적 측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김재휘(2001)의 연구에서는 몰입에 따라서 광고효과의 차이를 정보 처리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는데 개인의 몰입 수준에 따라 광고효과가 차이 난다는 것을 밝

혔다. 다양한 연구에 의해 소비자 광고 몰입의 수준이 광고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광고몰입이 더 잘 나타

날 수 있는 여러 환경 여건을 갖춘 모바일 광고의 효과에 관해, 소비자의 광고몰입

수준이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방송광고공사(2008)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몰입이 광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몰입이 높을수록 광고 인지도와 광고 제품 그리고 서비스 관심

도, 구매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이 높게 나온 집단

은 TV 시청 시 적극성, 몰입도가 높았으며, 광고에 대해서도 호감도와 신뢰도도 높

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이종선과 장춘천(2009)은 TV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몰

입이 높은 프로그램에 삽입된 광고의 경우 광고 태도, 구매 의도가 몰입도가 낮은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가 큰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TV 프로그램의 몰입이 광고 태

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LED전광판 광고에서의 몰입이라 함은 소비자가 상황적 자극들의 영향으

로 광고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정보를 추구, 탐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들의 광고 몰입 수준이 광고

효과에 큰 차이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LED전

광판이 광고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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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UDY 2 연구모형

제2절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1. 연구모형

STUDY 2의 연구모형에서는 LED전광판 광고의 속성 즉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이 광고 몰입에 과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한 광고몰입은 광고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광고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옥외광고를 비롯한 현대 사회의 광고매체는 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활동을 하고 있으며, LED전광판 광고 역시 다른 미디어

와 결합하여 운영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박병철, 2005). 광고

효과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Ducoffe(1996)는 광고에 있어 광고속성이 광고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광고 요인들에 대한 광고태도는 광고의 가치

를 평가하는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LED전광판 광고는 일정 장소에서 비교적 장기

간에 걸쳐 동일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반복 소구를 통

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LED전광판 광고와 다른 매체의 결합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가중시킬 수 있다(서성교, 2007).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광고속성(독특성)이 광고 몰입에 미치는 영향

LED전광판 광고는 지역 환경적 측면에서 시각 표시물로서 작용되어 효과성, 광

범위성, 다양한 연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독특성이라는 광고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양(2017)의 연구에서는 옥외광고의 독특성이 광고 몰입에 미

치고 있음을 밝혔다. 광고 인지는 지각을 통해 받아들여진 광고 내용을 이해하는

심리적 과정인데, 이때 LED전광판 광고 속성 중 독특성은 광고 몰입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3 독특성은 광고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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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의 속성(가시성)이 광고 몰입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은 정보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고, 의미가 있는 것과

관심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주목이라는 매우 한정

된 과정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통과시킨다(초리민, 2013). 이용국(2004)은 수많

은 광고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하여 이를 주목하게 하고, 주의를 보다 많

이 기울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선적으로 LED전광판 광고는 야

외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광고 매체보다 소비자에게 눈에 띠는 가시성이

라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가시성이 광고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4 가시성은 광고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광고의 속성(정보성)이 광고 몰입에 미치는 영향

정보성은 광고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성은 광고 그 자체를 합리화하는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다. 정보성은 광고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수용하게 만들고

그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구매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

리민(2013)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받아들이고 찬성하는 주요한 이유는 광고가 정보

를 제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Baur & Greyser(1968)는 소비

자들이 광고에 접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보제공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제원(2009)은 광고의 정보성이 높을수록 광고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Eighmen & McCord(1998)의 선행연구에서 웹사이트의 경우 풍

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의 능력이 호의적인 광고 몰입을 형성한다고

하였다(조세나 & 이승희, 2009). 또 Raman & Leckenby(1998)도 광고의 정보성이

광고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ucoffe(1996)의 광고 효과 모델은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에 기초하여 광고

의 정보성은 궁극적으로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고의 정보

성이 소비자들의 광고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LED전광판 광고의 정보성은 광고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 5 정보성은 광고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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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의 속성(신뢰성)이 광고 몰입에 미치는 영향

Ducoffe(1996)는 신뢰성이 광고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현경

(2011)은 광고의 인지적, 정서적 태도에 따른 신뢰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

뢰성이 광고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신우진(2011)은 신뢰성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몰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기업이나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신뢰가 높은 소비자는 사전에 긍정적인 몰입

을 형성하고, 이 기대를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실패에 대한 경험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연중(2011)은 하나의 광고물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광고 몰입이 되는 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얻는다고 느끼는 정보량의 수준이나 정보

내용, 광고물에 나타난 사실적, 객관적 정보내용을 파악하는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

였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광고의 신뢰성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 몰입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신뢰성이 LED전광판 광고의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신

뢰성은 LED전광판 광고의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였다.

H 6 신뢰성은 광고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광고몰입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Wang(2006)은 인터넷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광고 몰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광고 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종선과 장춘천(2009)은 TV광고를 대상

으로 광고 몰입이 높은 프로그램에 삽입된 광고의 경우 몰입도가 낮은 프로그램에

비해 광고 태도가 큰 것으로 밝혔다. 또한 TV의 몰입이 광고 태도에 따라 달라지

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광고 몰입이 긍정적일수록 광고 태도 유발에 더 효과적으

로 작용한 것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 몰입은 LED전광판 광고의 태도에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 7 광고몰입은 광고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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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광고 속성

광고 자체가 주의를 끄는 LED전광판 광고의 속성으로 정의한다. 독특성, 가시성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경식(2017)은 Backett & Carr(2001)이 정의한 내용을 참조

하여, 정보성, 신뢰성을 추가 하였다.

(가) 독특성

Lovelace(1986)는 독특성이란 복잡한 사회 시스템에서 함께 일하는 개인들이 가

치 있고 유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 및 작업 과정 등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광고에서 독특성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

는 능력을 기초로 창의적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재욱(2003), 문달주, 전성률, 김태원(2004)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광고는 독특하다, 광고는 참신하다, 광고는 독창적이다’로 하였다.

(나) 가시성

가시성이란 최대 가시거리에서 눈으로 광고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

다(심성욱 등, 2012). 심성욱(2012)이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광고는 쉽게 눈에 띈

다, 광고는 잘 보인다, 광고는 시각적으로 눈길을 끈다.’ 로 하였다.

(다) 정보성

정보성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제공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정걸진, 2004). 이경식(2014)이 사용한 설문을 참조로 정

보성은 ‘광고내용이 쉽게 이해된다, 광고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고 정보는

유익하다.’ 등의 문항들을 보완 사용하였다.

(라) 신뢰성

신뢰성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의지할 수 있다는 일반화 된 기대(Rotter, 1971),

또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이타적이고 유익할 것이라고 갖는 기

대(Frost et al., 1978)이며,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이익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이보라, 2011, 재인용).

이경식(2014)이 사용한 설문을 참조로 신뢰성은 ‘광고 내용은 믿을 만하다, 광고

는 정직해 보인다, 광고는 신뢰가 간다.’ 등의 문항들을 보완 사용하였다.

(2) 광고 몰입

Engel, Blackwell & Miniard(1995)의 정의에 따라 소비자가 광고에 대하여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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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인으로 광고에 대한 관여 즉, 광고를 보는 동안 집중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가라고 하였다.

몰입은 Csilksentmihalyi(1975), Omdei & Wearning(1990)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

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Likert형 5점 척도로 바꾸어 측정하였다. 구체적 문

항은 ‘광고를 보는 동안 집중하였다’, ‘광고를 보는 동안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광고를 보는 동안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로 구성하였다.

(3) 광고 태도

광고 태도는 특정의 노출상황 하에서 특정한 광고자극에 대한 수용자들이 호의적

또는 비호적 방식으로 반응하는 선유경향이며, 특정광고를 보고 난 후에 나타나는

광고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utz, 1983, 양윤 외, 2011)라고 정의하였

다.

광고 태도는 Mackenzie(1986), Batra & Ray(1986), 최원주(2006), 이제원(2009),

김은진(2010), 전은미(2010)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소폭 수정하여 활용하

였다. ‘광고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 광고는 잘 만들어졌다, 광고에 호감이 간다.’ 등

을 항목으로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울산광역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 크로스 노출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설정한 연구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측정에 사용할 광고영상콘텐츠와 제품을 선정하였다. 제품과 영상콘텐츠는

연구자 회사의 제품 중 연구 후에도 광고물로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며 ‘4차 산업혁

명’으로 최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인 ‘3D프린팅피규어’로 선정하

고, ‘3D피규어 제작 문의 및 제품광고’를 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누적된 이미지 효과를 배제하고 순수한 광고효과를 통제

하기 위해, 제작된 광고물은 소비자들에게 사전 노출을 하지 않고 TV광고와 LED

전광판 광고에 집행하였다. 이후 다음과 같이 TV만 본 집단은 단독 미디어로 분류

하고,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를 함께 본 집단을 크로스미디어로 분류하여 조사

를 실행하였으며 LED만 보았다는 집단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TV와 LED 방송용 ‘3D피규어 제작 문의 및 제품광고’ 동영상은 JCN 울산중앙방

송 상업 지역광고시간을 이용해 2019년 9월 10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0일간

울산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TV광고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LED전광판 광고

동영상을 사용해 LED전광판 광고를 노출하였다.

LED전광판 광고 노출 장소는 울산광역시(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로터리빌딩

5층 1기, 남구 달동 삼산로사거리 영빌딩 6층 1기, 남구 삼산동 고속버스터미널 1기

1면,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1기 1면, 중구옥교동 학산사거리 원창빌딩 7층 1기 1면,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소방서 앞 1기 1면, 북구 화봉동 울산공항 1층 1기, 2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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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9월 10일 ~ 30일(방송) 10월 11일 ~ 15일(조사)

매체 울산중앙방송, LED옥외 광고판 설치 장소 8개소

광고물 ‘3D피규어 제작 문의 및 제품광고’

대상 울산 시민 조사대상자 1,000명 이상

<표 4>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 크로스 노출에 대한 연구 조사 방법

기 총2면, 울주군 언양 KTX울산역 1기 1면에 설치된 LED전광판)의 8개 장소 9개

면에 LED전광판 광고를 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방송을 종료한 후 2019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이며,

조사는 울산광역시에서 통행하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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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명 %

성별
남성 222 44.7

여성 275 55.3

연령

20-29세 210 42.3

30-39세 163 32.8

40-49세 98 19.7

50-59세 19 3.8

60세 이상 7 1.4

직업

중/고등학생 80 16.1

대학(원)생 123 24.7

전문직/사무직 147 29.6

자영업 63 12.7

생산직 29 5.8

전업주부 54 10.9

기타 1 0.2

거주지역

울산 남구 129 26.0

울산 중구 174 35.0

울산 동구 105 21.1

울산 북구 54 10.9

<표 5> 표본의 특성

제 4 장 연구결과

제1절 표본특성

본 연구에서는 광고 방송을 종료한 후 2019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

지 울산광역시 중심가인 중구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 일

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92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해당

광고를 본 적이 없는 254부를 제외하고, 본 적이 있는 설문지 중 불완전하거나 불

성실한 42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LED전광판과 TV 간의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를 버스에 본적이 있다고 답한 199부를 제외하고 497부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이 된 표본 집단의 특성은 다

음의 <표 5>와 같다.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거주 지역,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였

다. 성별은 응답자 497명중 남성 222명(44.7%), 여성 275명(55.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전체 응답자중 20-29세인 경우가 210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전

문직/사무직이 전체 응답자중 147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울산 중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74명(35.0%)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전

체 응답자중 257명(51.7%)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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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31 6.2

기타 4 0.8

소득

200만원 미만 257 51.7

200~300만원 120 24.1

300~400만원 79 15.9

400~500만원 22 4.4

500~600만원 9 1.8

600만원 이상 10 2.0

변수 항목수 Cronbach's α

광고재인 4 0.813

광고회상 4 0.846

광고태도 3 0.822

<표 6> 구성개념의 신뢰성 분석

제2절 크로스 미디어 광고효과(STUDY 1)의 분석 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LED전광판 광고와 TV광고의 크로스미디어 효과 분석 앞서 측정항목

을 선별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SPSS 24.0와 AMOS 2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측정 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1) 신뢰성 측정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정확성 등과 관련된 개념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각

문항 간의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Nunnally(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0.60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중

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 연구 분야에서는 0.90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4.0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α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타당성 검증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느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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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항목
표준화

요인적재량

구성개념

신뢰성
AVE 적합도

광고재인

재인2 0.714

0.813 0.521
      ,

  

RMR = .026,

GFI = .940,

TLI = .932,

CFI = .949,

RMSEA = .084

재인1 0.699

재인3 0.731

재인4 0.743

광고회상

회상3 0.735

0.847 0.581
회상2 0.808

회상1 0.750

회상4 0.736

광고태도

광고태도3 0.815

0.825 0.612광고태도4 0.717

광고태도2 0.810

문제로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기준타당성(criterion

validity),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측정도구

의 개념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사용된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적재치가 낮거나 요인별 적합도를 저해하는 변수

별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제외한 후, 광고재인, 광고회상 및 광고태도 해당 항목별로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 7>과

같이 확인되었고 최종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 RMR =

.026, GFI = .940, TLI = .932, CFI = .949, RMSEA = .084이다. RMSEA 값은 0.1

이하, RMR 값은 0.5 이하, GFI, AGFI, NFI, IFI, TLI, CFI 값은 전반적으로 0.9를

초과하고 있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오계택, 이명주, 2017).

집중 타당성은 하나의 잠재요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

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AMOS를 이용하는 경우 표준 요인 적재치(standardized

factoer loading)의 크기, 평균분산수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통해

집중 타당성을 평가한다(이학식, 임지훈, 2009). 평가기준은 표준화 요인 적재치가

0.5 이상, 평균분산수출값(AVE)이 0.5 이상이면 측정항목들 간에 집중 타당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9; Bagozzi, Yi, 1988). 본 연구에서는 AMOS

22.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가 0.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과 개념 신뢰도(CR) 값을 계

산한 결과 최종모형의 AVE는 0.521 ∼ 0.612, CR은 0.813 ∼ 0.847로 나타나 모형

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Chun-Che Huang et al., 2013). <표 8>과 같이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 검토에서는 각 요인 사이에서 구한 평균분산추출값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Fornel & Larck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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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평균분산추출값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

1 2 3

광고재인 0.521

광고회상 0.499 0.581

광고태도 0.415 0.535 0.612

주: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값임

2. 크로스미디어 효과 검증(t-test)

STUDY 1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24.0을 이용하고 독립표본 T검정

(t-test)을 실시하였다. 3D피규어 제작 문의 및 제품광고를 TV만 본 집단(191명)과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에서 모두 본 집단(148명) 간의 광고 재인, 광고 회상,

광고 태도를 확인하였다. STUDY 1의 검증 결과가 다음 <표 9, 10, 11>과 같이 나

타났다.

분석결과 TV광고만 본 집단의 광고 재인(평균=3.484, 표준편차=0.606)의 경우보다

는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 모두를 본 집단의 광고 재인(평균=4.296, 표준편차

=0.435)이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다. 따라서 단독미디어보다는 크로

스미디어로 집행할 경우 광고효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H 1-1

단독 미디어(TV광고)보다는 크로스미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 집행이 광고

재인이 더욱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9> TV만 본 집단과 TV와 LED전광판 모두 본 집단 간 광고재인 차이 검증

구분 N M SD t p

광고

재인

TV만 본 집단 191 3.484 0.606

-13.760 .000
TV와 LED전광판

모두 본 집단
148 4.296 0.435

광고 회상에 대한 TV광고만 본 집단과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 모두를 본 집

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V광고만 본 집단의 광고 회상은 평균은 3.611(표준편차=0.614) 이었으며, TV광

고와 LED전광판 광고 모두를 본 집단의 광고 회상은 평균은 4.540(표준편차=0.460)

으로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다. 이 경우 역시 광고회상에서도 단독

미디어 운영의 경우 보다는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를 동시에 운영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광고효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H 1-2 단독 미디어(TV

광고)보다는 크로스미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 집행이 광고 회상이 더욱 높

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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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TV만 본 집단과 TV와 LED전광판 모두 본 집단 간 광고회상 차이 검증

구분 N M SD t p

광고

회상

TV만 본 집단 191 3.611 0.614

-15.391 .000
TV와 LED전광판

모두 본 집단
148 4.540 0.460

구분 N M SD t p

광고

태도

TV만 본 집단 191 3.632 0.625

-14.828 .000
TV와 LED전광판

모두 본 집단
148 4.522 0.433

<표 11> TV만 본 집단과 TV와 LED전광판 모두 본 집단 간 광고태도 차이 검증

광고 태도에 대한 TV만 본 집단과 TV와 LED전광판에서 모두 본 집단 간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V광고만 본 집단의 광고 태도는 평균은 3.632(표준편차=0.625) 이었으며, TV광

고와 LED전광판 광고 모두를 본 집단의 광고 태도는 평균은 4.522(표준편차=0.433)

로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다. 이 경우 역시 광고태도에서도 단독미

디어 운영의 경우 보다는 TV와 LED를 동시에 운영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광고효

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H 2 단독 미디어(TV광고)보다는 크로스미

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 집행이 광고 태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

택되었다.

제3절 LED전광판 광고의 속성이, 광고몰입 및 광고태도 간의 관계에 관

한 연구(Study2)의 분석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LED전광판 광고의 속성이, 광고몰입 및 광고태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 앞서 측정항목을 선별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SPSS 24.0와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1) 신뢰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SPSS 24.0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의 <표 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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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수 Cronbach's α

독특성 3 0.836

가시성 2 0.704

정보성 2 0.808

신뢰성 3 0.809

광고몰입 2 0.777

광고태도 3 0.825

<표 12> 구성개념의 신뢰성 분석

<표 1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항목
표준화

요인적재량

구성개념

신뢰성
AVE 적합도

독톡성

독특2 0.776

0.842 0.640
      ,

  

RMR = .020,

GFI = .952,

TLI = .960,

CFI = .971,

RMSEA = .058

독특3 0.854

독특4 0.767

가시성
가시2 0.719

0.705 0.545
가시3 0.757

정보성
정보2 0.831

0.808 0.678
정보3 0.816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α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적재치가 낮거나 요인별 적합도를 저해하는 변수

별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제외한 후,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 광고몰입 및

광고태도 해당 항목별로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 13>과 같이 확인되었고 최종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 RMR = .020, GFI = .952, TLI = .960, CFI = .971,

RMSEA = .058이다. RMSEA 값은 0.1 이하, RMR 값은 0.5 이하, GFI, AGFI,

NFI, IFI, TLI, CFI 값은 전반적으로 0.9를 초과하고 있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오계택, 이명주, 2017).

본 연구에서는 AMOS 22.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다음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가 0.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과 개념 신뢰

도(CR) 값을 계산한 결과 최종모형의 AVE는 0.545 ∼ 0.678, CR은 0.705 ∼ 0.842

로 나타나 모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Huang et al., 2013). <표 14>와 같이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토에서는 각 요인 사이에서 구한 평균분산추출값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Fornel & Larck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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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신뢰2 0.784

0.811 0.589신뢰3 0.793

신뢰4 0.724

광고몰입
몰입1 0.782

0.779 0.638
몰입2 0.815

광고태도

광고태도2 0.822

0.823 0.608광고태도3 0.787

광고태도4 0.727

<표 14> 평균분산추출값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

1 2 3 4 5 6

독특성 0.640

가시성 0.634 0.545

정보성 0.399 0.345 0.678

신뢰성 0.460 0.355 0.254 0.589

광고몰입 0.044 0.343 0.419 0.436 0.638

광고태도 0.433 0.370 0.469 0.474 0.332 0.608

주: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값임

<표 15> 구성개념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   

광고몰입    

광고태도     

주:  p<.01

2. 연구가설 검증

1) 상관관계분석

본격적인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마지막으로 각 구성개념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하여 일차적인 관련성 정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가 <표 15>와 같

이 변수들 간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방향성도 가설과 일치하였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가설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결과는         , RMR = .0.22, GFI = .945, TLI = .954,

CFI = .966, RMSEA = .062이다. RMSEA 값은 0.1 이하, RMR 값은 0.5 이하,

GFI, AGFI, NFI, IFI, TLI, CFI 값은 전반적으로 0.9를 초과하고 있어 모형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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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모형 분석결과

가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p값 채택여부

가설3 독특성 --> 광고 몰입   5.347 0.000 채택

가설4 가시성 --> 광고 몰입   1.723 0.085 채택

가설5 정보성 --> 광고 몰입   3.960 0.000 채택

가설6 신뢰성 --> 광고 몰입   2.011 0.044 채택

가설7 광고 몰입 --> 광고태도   16.597 0.000 채택

주: * p<.10, ** p<.05, *** p<.01

<표 16> 가설검증 결과

하다고 볼 수 있다(오계택, 이명주,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3) 연구가설 검증

위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연구가설을 검증하

였고, 연구가설1-연구가설4의 채택여부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각 경로계수가 유의적

인가를 확인함으로써 결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다음 <그림 7>과 <표 16>과 같이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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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효과검증

광고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연구모형에 4가지 직접경로를 추가한

경로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  ∆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한 모형이 적합도도 약간 높은 수준

(        , RMR = .020, GFI = .952, TLI = .960, CFI = .971,

RMSEA = .058)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분석은 경로모형의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된 경로계수 유의성 검증과 동일한 과정이다. 그러나 매개효과분석은 경로모형

의 여러 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개입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효과 측정을 목적으

로 하며 간접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초점을 둔다(김응준 외,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분석을 위해 <표17> 같이 경로모형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크기를 파악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부트스트레핑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첫째, 광고 독특성과 광고태도의 관계에서 광고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광고

독특성→광고태도(     )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고 독특성→광고몰입→광고태도(     ) 경로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광고 독특성과 광도태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유의하고, 광고몰입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여, 광고 독특성과 광고태도의 관

계에서 광고몰입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광고 가시성과 광고태도의 관계에서 광고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광고

가시성→광고태도(     )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고 가시성→광고몰입→광고태도(     ) 경로의 간

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광고 가시성과 광고태도의 관계

에서 광고몰입은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광고 정보성과 광고태도의 관계에서 광고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광고

정보성→광고태도(     )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고 정보성→광고몰입→광고태도(     ) 경로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광고 정보성과 광도태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유의하고, 광고몰입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여, 광고 정보성과 광고태도의 관

계에서 광고몰입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광고 신뢰성과 광고태도의 관계에서 광고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광고

신뢰성→광고태도(     )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고 신뢰성→광고몰입→광고태도(     ) 경로의 간

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광고 신뢰성과 광도태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않지만, 광고몰입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여, 광고 신뢰성과 광고태도의 관계에서 광고몰입은 완

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적합도로는 경로를 추가한 모형이 더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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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판정

독특성→몰입→태도    부분매개

가시성→몰입→태도    무

정보성→몰입→태도    부분매개

신뢰성→몰입→태도    완전매개

*p<0.1, **p<0.05

지만, 본 연구의 목적과 이론에 기초하여 원래 모형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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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현재의 우리사회는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화,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옥외

광고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LED전광판 광고는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진화하여,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심성욱, 김운한, 신일기, 2011). 지금까지의 광고노출

효과 분석의 패러다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지 개별 매체의

노출효과만 측정에만 한정되어 왔으며, 따라서 노출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도 매체 내의 영역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LED전광판 광고는 여러 가지 기술적

특성과 지역 공간을 기반으로 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 타깃 집단에게 광고메

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LED전

광판 광고는 전체 옥외광고 산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소비자들의 몰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밝은 조명 등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 가치가 충분히 있다.

특히 새로운 매체들과의 LED전광판 광고는 크로스미디어 광고로 활용도 또한 높

아,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목적이었

다.

현재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많은 광고 캠페인들이 미디어들과의 조합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나, 미디어 간 크로스미디어 효과는 정확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V+LED전광판) 크로스미디어의 광고의 효과에 대해 논의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LED전광판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주나 광고제

작자들은, 소비자의 몰입을 높일 수 있는 광고 전략을 세우고 광고 제작물을 개발

해야만 한다. 이는 광고의 속성인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을 고려한 광고가

제작되어야 소비자들의 몰입을 이끌고 광고효과를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매체에서 집행되고 있는 광고를 통

합시켜 LED전광판 광고를 동시에 집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광고 접촉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 매체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 행동 지침을 더욱

정교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TUDY 1에서는 TV와 LED전광판 광고 크로스미디어 운영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검증하였다. 즉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

의 경우 TV광고만 본 경우보다 광고 재인, 광고 회상, 광고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 결과, 가설1-1 같은 경우, ‘3D피규어 제작 문의 및 제품광고’를 TV만

본 집단의 광고 재인(평균=3.484, 표준편차=0.606)의 경우보다는 TV광고와 LED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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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판 광고 모두를 본 집단의 광고 재인(평균=4.296, 표준편차=0.435)이 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다. 따라서 단독 미디어보다는 크로스미디어 광고로 제

시할 경우 광고 효과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H 1-1 단독 미디어

(TV광고)보다는 크로스미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 집행이 광고 재인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1-2 같은 경우, TV만 본 집단의 광고 회상은 평균은 3.611(표준편차=0.614)

이었으며,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 모두를 본 집단의 광고 회상은 평균은 4.540

(표준편차=0.460)으로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역시 광고

회상에서도 단독 미디어 운영의 경우보다는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를 동시에

운영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광고효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H 1-2

단독 미디어(TV광고)보다는 크로스미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 집행이 광고

회상이 더욱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2 같은 경우, TV만 본 집단의 광고 태도는 평균은 3.632(표준편차=0.625) 이

었으며,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 모두를 본 집단의 광고 태도는 평균은 4.522(표

준편차=0.433)로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다. 이 경우 역시 광고태도

에서도 단독 미디어 운영의 경우 보다는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를 동시에 운영

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광고효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H 2 단독 미

디어(TV광고)보다는 크로스미디어(TV광고+LED전광판 광고) 집행이 광고 태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 모두를

활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가 TV광고만 집행할 때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증명 하였

다. 이는 광고 재인, 광고 회상, 광고 태도를 목표를 할 때, 단일 매체에 집중하기보

다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를 같이 활용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둘째, STUDY 2의 연구모형에서는 광고 속성 즉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

은 광고 몰입에 과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한 광고몰입은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의 관계를 밝혔다. 연구결과, LED전광판 광고의 독특성이 광고 몰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 3의 경우, 표준화경로계수가 0.382, t값이 5.347

이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3은 채

택되었다. 따라서 LED전광판 광고의 독특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광고 몰입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H 3 독특성은 광고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4의 검증에서는 표준화경로계수가 0.139, t값이 1.723이고, 유의수준 0.1에서

제한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H 4 가시성은 광고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LED전광판 광고의 가시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광고 몰입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LED전광판 광고의 정보성이

광고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 5를 분석하였다. 표준화경

로계수가 0.336, t값이 3.960, 유의확률은 0.01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가

설 5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LED전광판 광고의 정보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에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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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몰입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H 5 정보성은 광고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LED전광판 광고의 신뢰성이 광고 몰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 6의 경우, 표준화경로계수가 0.186, t값이 2.011이었다. 유의확률은 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LED전광판 광고의 신

뢰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광고 몰입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H 6 신뢰성은 광고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

다.

마지막으로 LED전광판 광고의 광고 몰입은 광고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 7에 대한 분석의 결과이다. 표준화경로계수 0.917, t는

16.597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7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LED전광판 광고의 광고 몰입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광고 태

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H 7 광고 몰입은 광고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LED전광판 광고 제작할 때 소

비자의 광고몰입 및 광고태도를 제고하기 위해 광고의 속성인 독특성, 가시성, 정보

성 및 신뢰성을 중심으로 제작하면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 광고 속성들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비교를 통해 독특성과 정보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이 나타

났다. 이는 4가지 광고속성이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특성과

정보성에 초점을 맞추고 제작하면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를 위해 신규 제작된 동영상을 3주간 울산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노출한 결과 단 3주 동안 노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사한 결

과 설문응답자 1,000명중 미회수 8부 0.8%, 불성실 응답 42부 4.2%, 버스에서 봤다

는 응답자 199부 19.9%, 정확히 본적이 있다는 응답자 497부 49.7%(TV, 191부

19.1%, TV와 LED 148부 14.8%, LED 158부 15.8%)라는 도달률을 확인했다. 이 결

과는 옥외광고 산업과 학계에 귀중한 이론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대표적 옥외광고 매체인 LED전광판은 전통 매체에 이어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

는 광고매체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한계가 있었다. 매출효과와 커뮤니케이션 효과 대비 ROI를 고

민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효과에 대한 명확한 비교척도가 없어서 옥외광고에 효과

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외

광고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LED전광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소비

자의 인식, 반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옥외광고 집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며, LED전광판 산업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더불어 옥외광고학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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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하였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 전통

매체와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전략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증명하며, 본 연구의 결과

를 기반으로 이론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크로스미디어 전략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체계화시켜온 해외에서

와 달리, 국내의 경우 열악한 옥외광고 연구 환경과 옥외광고 규제라는 제도적 한

계점으로 인해 아직까지 크로스미디어 전략이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 속

에서도 본 연구는 TV와 LED전광판 간의 크로스미디어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했

다는 점에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미디어와 뉴미디

어 간의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는 TV광고와 인터넷광고간의 크로스미

디어 광고가 주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는 전통매체 또는 신규매체가 담당하지 못하

는 고유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옥외매체인 LED전광판 광고와 전통미디어인 TV

광고 간의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크로스미디어 광고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일반 광고 대비 광고효

과 또는 매체 간 결합효과의 증명에 중점을 두었기에, 매체의 특성에 따른 크로스

미디어 효과와 광고속성에 따른 광고효과를 고려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

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여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효

과와 광고속성이 몰입 및 태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서 진행했다. 특히 광고 속성 즉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은 광고 몰입에 영

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광고몰입은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크로스

미디어 광고효과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TV와 LED전광판 광고 크로스미디어 운영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검증하

였다. 크로스미디어 광고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해외의 일부 실험연구(Chang &

Thorson, 2004: Wang, 2007) 및 사례 연구들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TV광고와 LED

전광판 광고를 바탕으로 한 크로스 미디어 광고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투자, 제작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관

한 현실성 있고 사실적인 광고를 TV채널과 LED전광판에 3주 동안 방송하였다. 이

는 실험연구나 사례연구에서의 조작방법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진행하였으므로 향

후 옥외관련 산업의 연구자들에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연구 자료로 기여도

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본다.

넷째, LED전광판 광고의 경우 광고효과 측정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매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옥외광고

활성화 진흥정책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옥외 광고 중에서도 LED전광판 광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광고가 집행될 수 있는 옥외광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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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광고 미디어 간의 경쟁이 심한 환경에 맞추어 다음

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 모두를 활용한 크로스 미디어 광고가 TV광고

만 제시될 때 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제안할 수 있다.

LED전광판 광고는 기존 TV광고와는 다른 시간적，공간적 위치를 확장하고 있으며,

광고의 노출에서도 TV광고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만 LED전광판 광고는 그

에 비해 시간과, 공간에서 노출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만 집행하

는 것보다 LED전광판 광고와 함께 집행하는 것이 효과가 유의하다는 연구결과를 기반

으로 옥외광고 실무자들은 향후 크로스 미디어에 집행할시 TV광고와 LED전광판 광

고의 속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거나 최소한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

미이다. 예를 들어 LED전광판 광고의 경우 오디오가 불가능하므로 자막을 넣어 집행

하지만 소비자와 접촉에서는 가독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막만으로도 몰입을

줄 수 있는 독특함과 가시성에 고려해야할 것이다.

다양한 광고제작 환경에서 전통매체와 옥외매체의 크로스미디어 효과 집중의 제작과

크로스 미디어에 대한 집중적인 제작환경 개선이 점차적으로 발전한다면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은 물론이며 이후 옥외광고와 전통매체의

다양한 크로스 미디어 전략의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크로스미디어 효과중심의 연구중심에서 배제한 부분이지만

설문응답자 1,000명중 정확히 본적이 있다는 응답자 497부를 광고의 순수한 인지만

살펴보면 49.7% 중 TV 191부 19.1%, TV와 LED 148부 14.8%, LED 158부 15.8%

라는 LED전광판 광고에 대한 인지를 확인했다. 이 결과를 두고 볼 때 TV광고와

예산대비 LED전광판 광고는 저비용 고효율의 광고매체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

다.

 둘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LED전광판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용

자의 광고태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과 요인들은 광고태도에 과연 어느 정도 영

향을 주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고의 속성인 독특성, 가

시성, 정보성, 신뢰성이 광고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광고 몰입은 광고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광고 선행요

인을 매체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광고 실무자는 본 연구에서 증명한 LED전광판 광고의 광고속성 및 크로스

미디어 효과를 토대로 하여 LED전광판 광고의 속성인 광고 속성 즉 독특성, 가시성,

정보성, 신뢰성 등 네 가지 속성 을 기반으로 광고 타깃을 수집 분류하여 광고를 제작

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LED전광판 광고의 독특성과 정보성이 유의하게 높은 광고의 몰

입과 광고태도효과를 증명하였다. 향후 옥외광고 실무자들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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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옥외광고에 집행되는 광고는 기존 매체와는 다

른 접근이 요구되며, 노출되는 광고 콘텐츠의 중심은 소비자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LED전광판 광고의 속성을 고려한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의 시사점이다

또한 기존의 옥외광고의 업무가 전반적인 제작과 설치 업무가 중심이었지만 옥외

광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광고물의 제작, 설치, 노출까지도 고려하여

야한다.

셋째, LED전광판 광고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이 한정된 예산으로 효

율적인 옥외광고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LED전광

판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출효과와 관련하여 상업적인 효과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효과까지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총체적인 광고 효과 측정과도 관련

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옥외광고 실무환경은 본연구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

여 얻어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옥외광고 산업실무

자 들이 함께 풀어야하는 과제이지만 지속적인 옥외광고 관련연구가 진행된다면 광고효

과의 정량적인 제시 또한 가능할 것이다.

또한 LED전광판 광고의 실무자들은 광고주와의 실무미팅 또는 제안 시 본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LED전광판 광고는 특정 표적시장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광고의 속성을 고려한 광고의 노출은 그 장소의 방문객과 통행객들에게 독특성과 정보

성으로서 광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을 시사하여야 한다. 이유는 특정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반복소구를 통한

광고의 인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TV와의 크로스 미디어를 통해서 그 효과를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결과로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TV광고와 LED전광판

광고의 크로스미디어 효과를 통해 기업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저비용 고효율 미디어

효과를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를 근거로 기업의 경영자나 광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LED전광판 광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합리적인 LED전광판 광고의 미디어 및

마케팅 전략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과제

앞에 기술한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TV와 LED전광판 간의 크로스미디어 광고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크로스미디어 광고 효과 차이 분석에 있어 TV와 LED전광판 두 가지의 제한된 매

체만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터넷매체, 스마트폰 미디어, 인쇄매체, 라디

오,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의 옥외매체 광고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루고 있으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옥외광고 매체이면서도 지금껏 연구의 주제로 주목받지 않았던 버스

외부광고, 한국전력 배전함(라이트현수막), 옥탑광고와 같이 한층 다양한 옥외매체

조합을 고려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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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연령대와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효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대중성으로 인해 TV나 LED

전광판 광고의 시청 대상은 연령대와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LED전광판을 활용한 크로스

미디어 광고 효과를 분석한다면 타깃별 효율적인 매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

라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민을 대상으로 광고제작, 방송,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광고 제품의 특성도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다양한 제

품 광고를 제작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

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의 후속 연구들을 시도한다면 더욱 유용한 연구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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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은 TV와 LED전광판 광고효과에 관한 것으로 모든 질문에 정답이 없

으며,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에 대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만 사용하고, 응답하신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진행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니,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박사과정 이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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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아래의 광고물을 자세히 봐주시고 다음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1

#2

#3

#4



- 104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광고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기억이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잘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앞서 본 광고는 쉽게 생각나는 광고이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에 관련된 내용이 생각난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생각나며, 기억된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앞서 보신 광고를 본적이 있습니까?

① 본적이 있다 → 2번부터 답해주세요

② 본적이 없다 → 4번부터 답해주세요

2. (앞서 보신 광고를 본적이 있다고 답하신 분만)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

2-1. 앞서 보신 광고를 TV(JCN 중앙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TV에서 보셨다면, 몇 회 정도 보신 것 같습니까? ( )회

2-2. 앞서 보신 광고를 LED전광(공업탑 로타리, 현대해상 사거리, 학산 사거리)

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LED전광판에서 보셨다면, 몇 회 정도 보신 것 같습니까? ( )회

2-3. 앞서 보신 광고를 버스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버스에서 보셨다면, 몇 회 정도 보신 것 같습니까? ( )회

3. 다음은 광고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다음은 앞서 보신 광고 재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3-2. 다음은 앞서 보신 광고 회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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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광고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는 친근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에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으로 광고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광고는 쉽게 눈에 띄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는 잘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는 시각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다른 광고보다 잘 표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광고내용이 쉽게 이해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의 정보는 유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제품의 정보를 잘 제공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제품에 대해 잘 설명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광고 내용은 믿을 만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는 정직해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는 신뢰가 갔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는 진실해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광고는 독특하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는 참신하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는 독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다른 광고와 다른 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차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다음은 앞서 보신 광고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3-4. 다음은 앞서 보신 광고의 독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다음은 앞서 보신 광고의 가시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3-6. 다음은 앞서 보신 광고의 정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3-7. 다음은 앞서 보신 광고의 신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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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광고를 보는 동안 집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를 보는 동안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가 다른 광고보다 관심을 갖게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에 빠져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광고에서 본 제품이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에서 본 제품이 유용할 것 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에서 본 제품에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에서 본 제품에 믿음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광고에서 본 제품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3-8. 다음은 앞서 보신 광고의 광고 몰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3-9. 다음은 앞서 보신 광고에 나온 제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다음은 인구통계정보 관련 질문입니다.

4-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4-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4-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중/고등학생 ② 대학(원)생 ③ 전문직/사무직 ④ 자영업

⑤ 생산직 ⑥ 전업주부 ⑦ 기타( )

4-4.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울산 남구 ② 울산 중구 ③ 울산 동구 ④ 울산 북구

⑤ 울산 울주군 ⑥ 기타( )

4-5.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익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④ 400~500만원 ⑤ 500~600만원 ⑥ 600만원 이상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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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advertising market is becoming a multi-media consumer

phenomenon due to the spread of new media, which has not been experienced in

the traditional four-media-oriented era.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outdoor media is also becoming more diverse. Among them, LED

display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outdoor media. Consumers exposed to

a variety of media are experiencing high levels of congestion due to the flood of

advertising and too many media, resulting in increased avoidance of media and

advertising. This change in consumer responses and the media environment has

led to a pressing need for a cross-media advertising strategy that allows

consumers to have synergy in advertising messages no matter where and when

they are.

However, unlike foreign countries where traditional media and outdoor

advertisements have been organized with an early interest in cross media

strategies, in domestic cases, lack of research on LED display advertising, which

can be considered the most representative media among outdoor advertisements,

has mad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LED display advertising insufficient. Due

to the research environment of such poor outdoor advertising and the

institutional and economic limitations of the regulatory outdoor advertising law,

outdoor advertising studies in Korea have not yet been structur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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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media and the digitized cross-media strategies of LED display

advertisements. As most of the studies depend solely on the research of

advertising academia, domestic research shows that few relevant studies have

been applied to the field by those in the fiel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cross-media

advertising effects between TV advertising and LED display advertising and I

divide two studies for verification. In the STUDY 1, based on the precedent

researches on outdoor advertising and cross-media advertising, the first study

was conducted on advertising recognition, advertisement recall, and advertising

attitudes to verify the cross-media advertising effects of TV advertisements and

LED display advertisements. The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D

display advertisement attribution and advertising commitment and advertising

attitude, the STUDY 2 was conducted on how uniqueness, visibility,

informativeness and reliability affect advertising commitment, and how this

advertising commitment affects advertising attitude. These studies was

conducted by surveying 1,000 citizens in Ulsan who have seen the ad in TV

and LED displa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to verify

the cross-media effects of TV advertising and LED display advertising.

The STUDY 1's analysis results for verification of cross-media effects

showed that the group's advertisement recognition, advertisement recall, and

advertising attitude that saw both TV and LED display advertis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group that saw only TV advertising.

In the STUDY 2, the result analys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ED

advertising attribute, advertising commitment, and advertising attitude showed

that the higher the uniqueness and informativeness of LED advertising,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level of advertising commitment. And the higher the

advertising commitment, the higher significantly the advertising attitude of

consumers. This reaffirmed the effectiveness of cross-media advertising in that

advertising attributes(uniqueness, visibility, informativeness and reliability) are

influencing advertising commitment, and also that advertising commitment is

affecting advertising attitudes.

In addition, this study made a realistic advertisements on TV channels and

LED displays on the market for three weeks. This was done in a realistic

situation than in experimental or case studies, so I believe that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will be greater to researchers in the outdoor related industry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ED display advertising in practice, advertisers and advertising company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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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advertising products and create advertising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consumer commitment. This is because advertising that take into account

uniqueness, visibility, informativeness, and reliability, which are the attributes of

advertising, are more effective in drawing consumers commitment and enhancing

advertising effectivenes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combining advertising

conducted by existing media and executing LED display advertising at the same

time provides a lot of opportunities for consumers to contact advertising, thus

contributing to synergy between media.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have further elaborated consumer behavior guidelines by identifying

cross-media effects of LED display advertising.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is study, such as the fact that only two

limited media were used in analyzing the difference in effectiveness of cross

media advertising, and the fact that the effect differ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group was not taken into account.

Therefore, if future research takes into account more diverse combinations of

outdoor media such as bus external advertisement, electric power distribution

box, and rooftop advertisement, which are not attracting much attention even

though it is an outdoor advertisement media, it can be used in various aspects.

In addition, if future research analyzes the effects of cross media advertising

using LED display advertisem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it will

help to develop efficient media strategies by target. Although this study has

some of the above limitations, more useful studies could be developed if further

studies in various directions are carried out to supplement and develop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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