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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통적인 의미에서 광고는 주로 기업이나 기관에

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상품 정보를 홍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

고,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 그런데 

Web2.0 시대가 들어와 소셜 미디어가 사용자 간 교

류와 정보 획득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그리하여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제작한 광고 효과: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비교를 중심으로

장  녕†, 추장운††, 김치용†††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video advertisements Generated
by social media users: Centered on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Video Comparison

Ning Zhang†, Chang-Yun Zou††, Chee-Yong KIM†††

ABSTRACT

Starting from the content types of video advertisements produced by social media user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video advertising effects of the
same product, to help video producers achieve better advertising effects when facing different product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In Garment, the information is higher than that of entertainment in
terms of advertising cognition. In terms of advertising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the entertain-
ment is higher than that of information; in food, the entertainment is higher than that of information
in terms of advertising cognition, advertising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in household items, the
entertainment is higher than that of information; in terms of advertising cognition and purchase in-
tention, the information is higher than that of entertainment; in terms of advertising attitude, the enter-
tainment is higher than that of information; in cosmetics, the information is higher than that of enter-
tainment in terms of advertising cognition; in terms of advertising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the
entertainment is higher than that of the information; in digital accessories, the information is higher
than that of the entertainment in terms of advertising cognition, advertising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Key words: User Generated Advertising, Information Video, Entertainment Video, Advertising
Effectiveness

※ Corresponding Author : Chee-Yong Kim, Address:
(47340) 176 Um Gwang-ro, Busanjin-gu, Busan City,
Dong-Eui University Dong-Eui University, TEL :

FAX : +82-51-890-2265, E-mail : kimchee
@deu.ac.kr
Receipt date : Mar. 2, 2022, Revision date : Mar. 27, 2022
Approval date : Mar. 30, 2022
†College of Fine Arts, Chongqing Three Gorges
University, China（E-mail : johnny_studio@163.com）

†††Dep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Dong-Eui
University (E-mail : zcy805559967@gmail.com)

†††Major of Game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Univers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40
81101).

***-****-****



629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제작한 광고 효과: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비교를 중심으로

사용자도 더 이상 광고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반면에 많은 사용자가 가치 있는 광고 정보를 스스로 

발굴하여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제작한 광고를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전

통적인 광고 인지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깨고, 상

품, 미디어와 대중의 인터랙션을 실현하였다, 이처럼 

사용자가 스스로 발굴하여 제작한 광고를 UGA(User

Generated Advertising)이라 한다. UGA란 온라인 

상품 추천, 상품 평가 및 사용자 크리에이트 광고 등 

사용자가 생성한 상품 및 브랜드에 관련 콘텐츠를 

가리키며, 문자, 그림, 오디오와 동영상을 통해 제작 

및 홍보를 한다. 이러한 제작 및 홍보 방식에서는 동

영상은 상품 관련 정보를 완전하고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소비자와 크리에이터로부터 

주목 받기 시작한다. 사용자가 제작한 상품 광고는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업적 가치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헌 연구에서는 동영상 광고의 효과

에 대한 주로 TV 광고와 인터넷 광고에 더 집중적으

로 연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소셜 미디어,

특히 정보형 동영상 광고와 오락형 동영상 광고에서

의 사용자 생성 동영상 광고 간의 비교 연구는 아직 

포괄적이고 많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

용자들이 동영상 광고 제작하는 관련 이론적인 지침

을 제공 및 도움이 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

양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 어떤 동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를 제작하는지를 매우 중요하다. 만약의 무

작장적으로 광고를 제작하고, 그로 인해 광고 효과가 

이상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커다란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크리

에이터의 관점에서 이에 대해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

의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험 부분은 5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상

품을 선별한 후, 광고학과 사용자 생성 콘텐츠 관련 

이론에 근거하여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광고 제작

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두 가지 광고의 광고

효과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실험을 통해 

본 연구는 사용자 생성 광고 관련 학술 자료를 다양

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크리에이터에게 다양한 상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동영상 광고 제작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용자 생성 광고

사용자 생성 광고의 개념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

(User Generated Content, 약칭 UGC)에서 비롯되었

는데, 사용자 생성 콘텐츠란 사용자가 온라인상에서 

갖가지 형식으로 선보이는 문자, 그림, 오디오, 동영

상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제작한 콘텐츠는 수많은 잠재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YouTube, MySpace,

Facebook, Wikipedia, StupidVideos, Flickr, Blogger

등 소셜 미디어 및 위 미디어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

타난다[1]. 소비자는 기업이 생성한 콘텐츠에 비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더 신뢰한다(Jonas, 2010)

[2]. UGC의 발전으로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

성자의 의견이 아닌, 관련 경험이 있는 다른 사용자

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F. Bronner

& R.D. Hoog, 2010)[3]. 전문 생산자가 생성한 콘텐

츠에 비해, 소비자는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E. Akar & T. Birol, 2011)[4]. 소비

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소셜 미디어와 인

터넷상의 다른 사용자가 경험한 정보에 더 많이 의존

한다(A. Thoumrungroje, 2014)[5]. Judith Chevalier

(2003)는 연구를 통해 인터넷상의 입소문이 인터넷 

쇼핑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강화되고, 소비자는 갈

수록 다른 소비자의 피드백에 따른 상품 관련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6]. 추장운 (2021) 역시 인터넷 입소문이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소비자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라고 지적하였다[7]. 이상으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소비지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과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사용자 생성 광고 제작에 잇따라 뛰어들었다. 사용자 

생성 광고는 인터넷의 빠른 발전을 배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마케팅의 산물이며, 전통적인 광고의 커뮤니

케이션 속성을 바꾸어놓았고, 화제 효과를 통해 사용

자의 참여도를 높여 사용자로부터 상품을 소개 및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 생성 광고

는 상품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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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자 생성 광고의 분류

사용자 생성 광고는 인터넷 광고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범주에 속하므로, 사용자 생성 광고 분류는 

인터넷 광고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분류부터 살펴

봐야 한다.

인터넷 광고 분야를 살펴보면, Ducoffee(1995)는 

광고의 오락성, 정보성 등 측면에서 광고에 관한 콘

텐츠 변수의 관계를 탐색하였다[8]. Schlosser(1999)

와 그의 동료는 연구를 통해 인터넷 광고에 대한 태

도가 오락성, 정보성 및 광고가 구매결정에 미치는 

효용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9]. Bracket과 

Carr(2001)는 기존의 광고 및 인터넷 광고에 대한 연

구 결과를 토대로 통합적인 인터넷 광고 태도 모형을 

도출하였고, 인터넷 광고 태도 모형은 광고의 오락

성, 정보성, 간섭성과 신뢰성이 소비자의 인터넷 광

고 가치에 대한 인지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을 세웠다[10]. 데이비드와 바이창훙(2012)은 광고 

가치 모형을 토대로 인터넷 광고 동영상 효과에 대해 

오락성과 정보성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1].

사용자 생성 콘텐츠 분야에서는 Sandeep과 Wenyu

(2008)가 사용자의 관점에서 분류를 진행하였는데,

UGC 사용자 활동 목적에 따라 이는 이성적 사용자

와 감성적 사용자의 두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성

적 사용자는 옹호와 지식 공유에 치중하고, 감성적 사

용자는 사회적 교류와 오락성에 치중한다[12]. Liu-

Thompkins&Rogerson(2012)의 연구에 따르면, 동

영상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동영상 품질보다 콘텐츠

의 교육적 가치와 오락적 가치의 영향을 더 크게 받

는다고 지적하였다[13]. A. Lambrecht & C. Tucker

(2013)는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 동일 종류 상품의 서로 다른 유형의 UGC에 

대한 호응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다. 즉, 소비자

들이 어떤 유형의 상품의 정보에 대해 검색할 때에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그들의 관심을 끌릴 수 

있고. 그러나 동일한 유형 상품의 장단점을 자세히 

감별하고자 할 때에는 상세한 기능을 설명한 상품 

정보가 있어야 흥미를 더욱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4]. 장녕과 김치용(2021)도 연구에서도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은 예방형과 촉진형 정보 프레임과 매

칭될 때 광고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5].

이상의 선행 연구에 통하여 오락성과 정보성은 인

터넷 광고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지닌 도드라지는 

특징이며, 사용자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

떤 특징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사용자 생성 동영상 

광고를 정보형과 오락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자 한다. 정보형 동영상이란 상품의 기능적 특징, 세

부 디자인, 전체적인 미관이나 상품 정보 전달 등을 

강조하는 동영상을 말하며,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품의 성능이나 용도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락형 동영상이란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며, 보기

에 아름답고, 재미있거나 과장되고, 상품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동영상을 가리키

며, 보는 사람에게 감성적인 자극과 선사한 경험을 

느끼게 한다.

3. 실험 설계

3.1 실험 설계의 개념

본 연구는 동일한 상품의 정보형 동영상과 오락형 

동영상 간 광고 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제작한 

동영상 광고의 품질과 콘텐츠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통일적인 평가기준으로 광고 효과를 판

단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품질과 기준

으로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여 실험 

동영상으로 삼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광고 효과 검

증과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실험 동영상 상품의 선별 제작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더욱 다양하게 나타내기 

위해, 본 연구는 2021년 중국 소셜 미디어 쇼트 비디

오 플랫폼 상품 매출 보고서에 근거하여 상위 5위 

안에 든 상품 유형을 선별하였으며, 여기에는 의류,

식품류, 가구용품류, 화장품류, 디지털 액세서리류 

등 포함되었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상품 선정을 진

행하였으며, 선별 과정에서 쇼트 비디오 백그라운드

의 상품 매출과 쇼트 비디오 조회 순위를 참고하여,

유명 브랜드, 스타 마케팅 등 선험적 판단을 지닌 상

품을 배제한 후, 각 유형별로 총 5개의 상위 상품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유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선별하기 

위해 본문은 인터넷 투표 방식을 도입하였다. 설문지

에는 상응하는 상품과 사진을 각각 열거하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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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목마다 자신이 가장 실용적이고 관심이 간다고 

생각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리고 공유하기를 희

망하는 상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의류 가운데 

‘모 T셔츠’가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아 전체의 29.9%를 

차지했고, 식품류 중에서는 ‘모 뤄스펀(螺蛳粉)’이 

27.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다. 가구용

품 중에는 ‘모 조식기(早餐机)가 전체의 28.0%로 가

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화장품류 중에서는 ‘모 립스

틱’이 31.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투표를 얻었고,

디지털 액세서리류 중에는 ‘모 데이터 케이블’이 

27.8%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다. 그리하여 최종적

으로 제일 많은 투표가 받은 상품을 동영상 광고 촬

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3 실험 동영상 광고 제작

본 실험에 사용한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광고는 

영상광고 회사와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아 촬영과 

제작을 진행하였다. 정보 전달의 차이로 인한 외부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형 동영상과 오락형 동영

상 제작 시 상품의 어떤 특징을 선택하여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전달하는 의미는 동일하

게 하였다. 아울러 촬영 과정에서 기업 브랜드 LOGO

등 정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촬영 시 가리거나 

후반 작업에서 흐릿하게 처리하였다. 동영상 길이는 

60초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상품의 특성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물, 배경, 색조 등 

시각적인 면에서도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선정된 5

가지 상품에 대해 각각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광고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종류별로 2개씩 총 10개의 동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

와 같다.

3.4 설문 내용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국 서남지역의 소셜 미

디어 사용자를 위주로 하였고, 조사 기간은 2021년 

Table 1. Product List.

Type Merchandise

Garment 1. Casual Pants 2. T-shirt 3. Fleece 4. Sport Suit 5. Down Coat

Food 1. Nut 2. Snail Noodle 3. Oatmeal 4. White Wine 5. Rice

Household
Items

1. Shower 
Head

2. Drain Basket
3. Breakfast
Machine

4. Face Towel 5. Beddings

Cosmetics 1. Foundation 2. Lipstick 3. Eye Shadow
4. Makeup
Remover

5. Perfume

Digital
accessories

1. Data Cable
2. Mobile Phone

Holder
3. Mobile Phone

Shell
4. Bluetooth
Headset

5. Moblie
ScrenWard

Table 2. Video Advertising List.

Type Merchandise Content Amount

Garment category T-Shirt
Information video advertising 1

Entertainment video advertising 1

Food category Snail Noodle
Information video advertising 1

Entertainment video advertising 1

Household Items category Breakfast Machine
Information video advertising 1

Entertainment video advertising 1

Cosmetics category Lipstick
Information video advertising 1

Entertainment video advertising 1

Digital accessories category Mobile Phone Holder
Information video advertising 1

Entertainment video advertising 1

Tota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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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걸쳐 이루어졌으며, 설문 

방식은 직접대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내

용은 기존의 연구 척도를 참고하여, 설문의 첫 부분

에 성별, 나이, 학력, 직업을 포함한 인구통계학 관련 

문제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두 번째 부분은 동영상 

광고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그 중 광고 효과에 대해

서는 각각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 의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총 10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설문내용

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설문은 해당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

해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1점은 가장 낮음

을, 5점은 가장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정보형과 오락

형 동영상 간의 광고 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25.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

행하였다.

3.5 가설 설정

시청자가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열람할 때 오락적

인 목적이 더 크게 영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정보

형과 오락형 동영상 광고 효과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서로 다른 상품 유형의 동영상 광고에서,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광고 인지

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H1-a. 의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상 광고

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인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H1-b. 식품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상 광

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인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H1-c. 가구용품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

상 광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인지를 더 향상

시킬 수 있다.

H1-d. 화장품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상 

광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인지를 더 향상시

킬 수 있다.

H1-e. 디지털 액세서리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

형 동영상 광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인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가설2. 서로 다른 상품 유형의 동영상 광고에서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광고 태도

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H2-a. 의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상 광고

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태도를 더 향상시킬 

Table 3. Questionnaire content and measurement tools.

Sortation Category Questionnaire
Number of
questions

Previous research

Common Demography questions

Gender

4
Age

Education

Job

Questionnaire
on video
advertising

Effects of
Advertising

Advertising
Cognition

Understand

10

Sheth (1999);
Gadner (1985);

Sirobi et al. (1998);
Stayman,

Bartra (1991);

Impression

Remember

Advertising
Attitude

like

Joy

Fun

Purchase
Intention

Worth buying

Full of desire to buy

Prioritize buying

Purchase Suggestions

Total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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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H2-b. 식품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상 광

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태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H2-c. 가구용품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

상 광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태도를 더 향상

시킬 수 있다.

H2-d. 화장품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상 

광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태도를 더 향상시

킬 수 있다.

H2-e. 디지털 액세서리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

형 동영상 광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광고 태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가설3. 서로 다른 상품 유형의 동영상 광고에서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구매의도

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H3-a. 의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상 광고

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H3-b. 식품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상 광

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H3-c. 가구용품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

상 광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더 향상

시킬 수 있다.

H3-d. 화장품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형 동영상 

광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더 향상시

킬 수 있다.

H3-e. 디지털 액세서리류 동영상 광고에서 오락

형 동영상 광고는 정보형보다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으로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에 기반한 본문

의 연구 모형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연구 결과

4.1 설문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총 750부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유효

한 설문지 687부를 회수하였다. 186부의 무효 및 불

성실한 답변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501부의 설문지 중 임의로 500부의 유효 설문지를 

추출하여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상으로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9%, 여성이 51%를 

차지하여 여성 수가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 면에서는 18-25세 집단(45%)이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26-30세 집단(21%), 31-35세 집단

(18%), 35세 이상 집단(11%), 18세 및 이하 집단(5%)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면에서는 대학졸업자(52

%)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석사 이상(45%), 전문

대졸(2%), 고졸 이하(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

업을 살펴보면, 학생이 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

로 회사원(22%), 공무원(8%), 자영업자/프리랜서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집단

이 비교적 젊어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전반적인 특징

에 부합한다.

Fig. 1. Research Model.

Table 4. Survey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interview-

ees.

Frequency Percent (%)

Male 245 49.0

Female 255 51.0

Age 18 and under 25 5.0

18-25 Age 225 45.0

26-30 Age 105 21.0

31-35 Age 90 18.0

Age 35 and above 55 11.0

High school and below 5 1.0

Junior college 10 2.0

Undergraduate 260 52.0

Master's and above 225 45.0

Students 325 65.0

Self-employed/Freelance 25 5.0

Company employee 110 22.0

Government agencies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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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 분석

변수에 대해 진행한 기술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정보형 데이터와 오락형 

데이터를 취합한 후, 각 변수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 등 3개의 평균값 변

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평균값은 

3.5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적인 선택 추이가 

양호함을 보여준다.

4.3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는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 등 

총 3개의 변수가 포함되었고, 다음과 같이 각 변수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

의도의 Cronbach α계수는 각각 0.860, 0.860, 0.890로,

모두 0.7의 기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

구 데이터의 신뢰도 품질이 높음을 보여준다. CITC

는 모두 0.5의 기준보다 높으며, 이는 분석 문항 간에 

양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신뢰도 

수준이 양호함을 보여준다. ‘이 문항의 Cronbach α값 

삭제’로 볼 때, 임의로 한 문항을 삭제하는 것은 

Cronbach α값이 증가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것도 측

정 변수는 일관된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SPSS 25.0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

석을 진행하고, 척도에 대해 KMO와 Bartlett's 구형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KMO와 Bartlett검증을 사용하여 타당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MO 값은 

0.810로, 0.8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데이터가 

정보 추출에 매우 적합하며, 타당성이 양호함을 간접

적으로 보여준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N Min Max Mean Std.Deviation

Advertising Cognition 1000 1.00 5.00 3.7673 0.93349

Advertising Attitude 1000 1.00 5.00 3.6003 1.07206

Purchase Intention 1000 1.00 5.00 3.5608 1.06125

Valid N (by list) 1000

Table 6. Reliability Statistics (Cronbach Alpha).

Variable Items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CITC)

Cronbach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Advertising Cognition

Q1 0.774 0.765

0.860Q2 0.751 0.788

Q3 0.681 0.852

Advertising Attitude

Q4 0.701 0.835

0.860Q5 0.743 0.797

Q6 0.764 0.777

Purchase Intention

Q7 0.798 0.843

0.890
Q8 0.797 0.844

Q9 0.734 0.868

Q10 0.707 0.877

Table 7. KMO and Bartlett's Test.

KMO 0.810

Mate
Mismatch

Chi-Square 5311.169

df 45

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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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동영상 광고 효과 검증

의류 분야에서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가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콘텐츠 면에서 나타내는 차

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

가 동영상 유형에서 현저한 차이(p<0.05)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평균값을 살펴보면 광고 태도,

구매의도에 대응하는 오락형의 평균값 점수가 정보

형 평균값 점수보다 큰 것을 알 수 있고, 광고 인지에 

대응하는 정보형 평균값 점수는 오락형 평균값 점수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식품류에서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가 정

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콘텐츠에서 나타내는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

가 동영상 유형에서 현저한 차이(p<0.05)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평균값을 살펴보면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에 대응하는 오락형의 평균값 점

수가 정보형 평균값 점수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용품류에서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가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콘텐츠에서 나타내는 차이

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

가 동영상 유형에서 현저한 차이(p<0.05)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평균값을 살펴보면 광고 태도

Table 8. Garment category of video advertising effect test.

Content-Type N Mean Std.Deviation T P

Garment
category

Advertising
Cognition

Information 100 4.0267 0.83509 3.661 0.000

Entertainment 100 3.5500 0.99874

Advertising
Attitude

Information 100 3.5167 1.15895 -3.304 0.001

Entertainment 100 3.9933 0.85933

Purchase
Intention

Information 100 3.1850 1.16700 -4.363 0.000

Entertainment 100 3.8400 0.94449

Table 9. Food Category of video advertising effect test.

Content-Type N Mean Std.Deviation T P

Food
Category

Advertising
Cognition

Information 100 3.6000 0.96748 -2.498 0.013

Entertainment 100 3.9267 0.87947

Advertising
Attitude

Information 100 3.3067 1.06329 -3.440 0.001

Entertainment 100 3.8333 1.10147

Purchase
Intention

Information 100 3.3275 1.00986 -2.791 0.006

Entertainment 100 3.7225 0.99169

Table 10. Household Items category of video advertising effect test.

Content-Type N Mean Std.Deviation T P

Household
Items
category

Advertising
Cognition

Information 100 4.0500 0.80595 4.296 0.000

Entertainment 100 3.4933 1.01446

Advertising
Attitude

Information 100 3.2300 1.11181 -5.172 0.000

Entertainment 100 3.9633 0.87987

Purchase
Intention

Information 100 3.8450 0.93796 2.332 0.021

Entertainment 100 3.5025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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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오락형의 평균값 점수가 정보형 평균값 

점수보다 크고, 광고 인지, 구매의도에 대응하는 정

보형 평균값 점수가 오락형 평균값 점수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화장품류에서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가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콘텐츠에서 나타내는 차이

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

가 동영상 유형에서 현저한 차이(p<0.05)를 가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평균값을 살펴보면 광고 태

도, 구매의도에 대응하는 오락형의 평균값 점수가 정

보형 평균값 점수보다 크고, 광고 인지에 대응하는 

정보형 평균값 점수가 오락형 평균값 점수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액세서리류에서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

매의도가 정보형과 오락형 동영상 콘텐츠에서 나타

내는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

가 동영상 유형에서 현저한 차이(p<0.05)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평균값을 살펴보면 광고 인지,

광고 태도, 구매의도에 대응하는 정보형 평균값 점수

가 오락형 평균값 점수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4.6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 문제의 가설 검증 결과는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광고 인지 측면에서 식품류만 오락형이 정보형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b는 성립되며, 의류,

가구용품류, 화장품류와 디지털 액세서류는 모두 정

보형이 오락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a, 가

설 H1-c, 가설 H1-d와 가설 H1-e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광고 태도 측면에서 의류, 식품류, 가구용품류와 

화장품류 모두 오락형이 정보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2-a, 가설 H2-b, 가설 H2-c와 가설 H2-d

는 모두 성립된다. 디지털 액세서리류는 정보형이 오

락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e는 성립되지 

않는다.

구매의도 측면에서 의류, 식품류와 화장품류는 모

두 오락형이 정보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a, 가설 H3-b와 가설 H3-d는 모두 성립된다. 가

구용품류와 디지털 액세서리류는 정보형이 오락형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c와 가설 H3-e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Table 11. Cosmetics category of video advertising effect test.

Content-Type N Mean Std.Deviation T P

Cosmetics
category

Advertising
Cognition

Information 100 4.0167 0.74967 3.940 0.000

Entertainment 100 3.5467 0.92783

Advertising
Attitude

Information 100 3.3233 1.22493 -3.413 0.001

Entertainment 100 3.8333 0.85609

Purchase
Intention

Information 100 3.2350 1.09971 -3.785 0.000

Entertainment 100 3.7975 0.99981

Table 12. Digital accessories category of video advertising effect test.

Content-Type N Mean Std.Deviation T P

Digital
accessories
category

Advertising
Cognition

Information 100 3.9400 0.76743 3.142 0.002

Entertainment 100 3.5233 1.08169

Advertising
Attitude

Information 100 3.7233 0.94168 3.059 0.003

Entertainment 100 3.2800 1.10170

Purchase
Intention

Information 100 3.8175 0.98014 3.352 0.001

Entertainment 100 3.3350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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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동영상 

광고를 제작할 때 광고 플랜 선정에 도움이 되는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실험은 

선정된 5가지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각각 정보형

과 오락형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고, 설문조사를 활용

하여 광고 인지, 광고 태도와 구매의도 조사 및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류 상품의 경우, 광고 인지 측면에서 정보형이 

오락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의류 상

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정보형 동영

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광고 태도 측면에서는 오

락형이 정보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의류 상품에 대한 시청자의 광고 태도를 향상시키려

면 오락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구매의도 

측면에서는 오락형이 정보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의류 상품에 대한 시청자의 구매의도

를 향상시키려면 오락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식품류 상품의 경우, 광고 인지 측면에서 오락형

이 정보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식품

류 상품에 대한 시청자의 광고 인지를 향상시키려면 

오락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광고 태도 측

면에서는 오락형이 정보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

리에이터가 식품류 상품에 대한 시청자의 광고 태도

를 향상시키려면 오락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구매의도 측면에서는 오락형이 정보형보다 높

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식품류 상품에 대한 시

청자의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려면 오락형 동영상 광

고를 선택할 수 있다.

가구용품류 상품의 경우, 광고 인지 측면에서 정

보형이 오락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가구용품류 상품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도를 높이려

면 정보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광고 태도 

측면에서는 오락형이 정보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가구용품류 상품에 대한 시청자의 광

고 태도를 향상시키려면 오락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

할 수 있다. 구매의도 측면에서는 정보형이 오락형보

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가구용품류 상품

에 대한 시청자의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려면 정보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화장품류 상품의 경우, 광고 인지 측면에서 정보

형이 오락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화

장품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정

보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광고 태도 측면

에서는 오락형이 정보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

에이터가 화장품류 상품에 대한 시청자의 광고 태도

Table 13.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Variable Category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Remarks

Advertising
Cognition

Garment H 1-a Rejected Info>Enterta

Food H 1-b Adopted Enterta>Info

Household Items H 1-c Rejected Info>Enterta

Cosmetics H 1-d Rejected Info>Enterta

Digital accessories H 1-e Rejected Info>Enterta

Advertising
Attitude

Garment H 2-a Adopted Enterta>Info

Food H 2-b Adopted Enterta>Info

Household Items H 2-c Adopted Enterta>Info

Cosmetics H 2-d Adopted Enterta>Info

Digital accessories H 2-e Rejected Info>Enterta

Purchase
Intention

Garment H 3-a Adopted Enterta>Info

Food H 3-b Adopted Enterta>Info

Household Items H 3-c Rejected Info>Enterta

Cosmetics H 3-d Adopted Enterta>Info

Digital accessories H 3-e Rejected Info>Ente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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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시키려면 오락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구매의도 측면에서는 오락형이 정보형보다 높

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화장품류 상품에 대한 

시청자의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려면 오락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디지털 액세서리류 상품의 경우, 광고 인지 측면

에서 정보형이 오락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

이터가 디지털 액세서리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

지도를 높이려면 정보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광고 태도 측면에서는 정보형이 오락형보다 높

으므로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디지털 액세서리류 상

품에 대한 시청자의 광고 태도를 향상시키려면 정보

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구매의도 측면에

서는 정보형이 오락형보다 높으므로 동영상 크리에

이터가 디지털 액세서리류 상품에 대한 시청자의 구

매의도를 향상시키려면 정보형 동영상 광고를 선택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

을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18-35세 집단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 선택 측면에서 각 연령층

을 두루 포함하지 못했다. 둘째, 동영상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에 일정한 편차가 존재하여 조사 결과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광고 

상품 선정과 동영상 제작 면에서 일정한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집

단과 상품을 선정하여 여러 차례 논증을 거치고, 기

존의 연구를 끊임없이 더욱 다채롭게 확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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