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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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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techniques for product promotion are diverse. As the era of the 

Internet network service has begun, ads sites are necessary instead of being 

extra. When the conditions that attract interests of customers are satisfied, 

offline sale increases. Recently, electronic appliances or cosmetics look for ads 

sites to distribute detailed information on products, and prior acquisition of 

information for offline purchase helps decision of purchase. Or online shopping 

malls may be directly led to purchase. These days, the importance of online ads 

sites is rapidly increasing. With change of times, as higher intellectual levels 

and appreciation eyes require new design and ideas, quality of web ads is 

improvi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web ads should provide pleasant 

experiences as behaviors for self-realization rather than acquisition of simple 

knowledge.

Considering that design applying digital story-telling techniques of web ads sites 

helps such experiences,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web ads and marketing 

concepts in online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analyse visual representations 

and customer experiences through correlations and examples of web ads and 

categorization of storytelling structur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use of organized features for communication and  values. And it is 

to prepare the base of study in terms of design for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and present the directions of design.  

Before this study, we defined the system to deliver stories as the relations 



between designers and users based on product ad techniques and organized 

definitions of storytelling and theories, and components of visual design.  

We created stories on the products to advertise, and categorized the types of 

storytelling structure through their combination with design elements. And we 

analysed diverse exampl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lations forming based on 

interaction between designers and users and categorized them into four.  That 

is, we categorized 30 ads sites using storytelling into emotional stimulating, 

participation-inducing, multi-media and information delivery and designated 

electronic appliances as subjects to be analysed in design elements of web ads 

site. And we organized the data on types of storytelling used in ads sites 

centering on characters of special types. From 30 ads sites we analysed 

storytelling of in the first study, we selected the eight sites on electronic 

products designated through questionnaire on preference to analyse the layout, 

colors, typography and moving effects. Based on the results, we analysed the 

elements of visual design used in web ads site of electronic appliances and find 

problem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lements of visual communication in ads 

sites. Visual or emotional elements are accepted differently according to 

perspectives ad dispositions of users. However, emotional effects of design with 

established composition and attraction may lead to purchase needs through 

consistent interest and refreshed images. Users show interests in visuality and 

technological senses of design representation. 

This study expects that it will be an index of effective communication under 

keen competition of current internet ads markets and a preceding base for 

further studies at differen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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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 웹 광고는 시대가 변할수록 트랜드(trend) 

에 한 발 더 앞서나가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이 도입되기 전 

소비자 들은 신문 지면광고나 인쇄물, TV광고나 라디오 및 팜플렛 등 여러 매

체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광고영역이 인

터넷 이라는 매체를 통해 영역이 넓어지자 소비자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 시간

과 장소에 구애 없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초반의 인터넷 광고는 ‘2D 지면광고’의 인쇄물처럼 단면적인 페이지 하나의 

구성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나열하는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이었다.

인터넷의 눈부신 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인프라(네트워크, DB)의 구축에 힘입

어 이미지와 컬러, 텍스트만이 아닌 동영상을 삽입 하거나 플래시로 시각적인  

표현과 효과음악을 사용하여 매체로 변환되어 시각적, 청각적으로 만족 시키는 

효과를 거듭하며 성장해 왔다. 

시각적인 화려한 효과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쌍방향성(interactivity)을 활용

하여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여 끊임없는 소

비자와의 교류를 이끌어 낸다.1) 즉각적인 반응과 취향 등을 분석하며 소비자

의 수요(needs)를 파악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무엇

인가에 따라 매체의 일대일 관계광화 및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활용으로 광고 사이트를 제작하여 홍보한다. 비용절

감과 제작시간의 단축하면서 소비자에게 도달 하기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TV나 라디오, 신문광고 같은 광고 매체를 선택 한다면 투입된 비용에 

비해 효과를 보지 못할 것 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을 홍보 하고 

제품을 광고 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에 빠르게 전

달하며 광고영역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접속하여 여러 소식을 접하며 사적인 

기록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1)권영운,디지털 스토리텔링 특성의 광고적용가능성,영산대학교 학술지,2003.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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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을 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을 즐기며 정보를 습득하며 우리의 

생활에 깊게 파고들어와 인터넷이란 환경은 소비자의 시선을 고정 시키기 위

한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전달을 위한 단순한 상품의 이미지와 화려한 디자

인 강조가 아닌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새롭고 신선한 마케팅 기법을 도입

하여 기업과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의 효과를 극대화며 

즉각적인 매출의 상승에 기여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이라는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인터넷 광고 사이트들이 스토리가 

있는 구성과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시각적 효과가 더해져서 소비자의 감성

을 자극하며 정보전달의 목적이 아닌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감동을 선사

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마치 한편의 영화나 짧은 콩트(conte) 

형식으로 재미를 더해주고 스토리전개에 따라 흘러가는 구성은 광고 하려는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기억에 오래 남게 하며 각인시키며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매출의 상승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뤄 낸다.

웹 광고 사이트에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기법과 시각적인 조형요소의 결합

을 분석하여 구조화된 유형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특징을 체계화 하여 소비자

와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활용과 효용의 가치에 대하여 논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디자인 지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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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도입한 광고 웹사이트를 통해 변

화되어 온 트랜드(trend)를 시각적 의사소통의 요소에 대한 디자인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마케팅의 새로운 기법으로 여러 장르

의 광고영역에 쓰이며 각광 받고 있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활용하여 얻

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소비자의 감정에 관여하여 심리를 자극하는 상품광

고의 탁월한 효과상승에 있다.

단순히 상품의 광고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 외에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로 감성과 구조를 갖춘 스토리텔링 구조를 응용하여 그로 인해 좀 더 효율적

이고 발전된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웹 광고에 활용되는 스토리텔링의 유형을 감성자극형, 참여유도형, 

멀티미디어형, 정보전달형으로 유형화 시키고 시각적요소를 분석하여 구조화 

한다. 구조화된 분석표에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사례를 유형별 분류에 도입하여 

이를 통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결과를 통해 재조명한다.

본 연구의 세부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내용과 구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논하기 위해 웹에서 표현되는 환경의 특징

을 정의한다. 웹에서의 시각적 구성요소와 시각적 의사소통에 관하여 요소들을 

살펴본다. 온라인 광고 마케팅과 웹 사이트 디자인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위해 

온라인 광고 디자인의 개념과 마케팅의 전반적인 이론을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웹 광고에 활용되는 스토리텔링의 유형을 분석하는 장으로, 개념

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기대효과를 도출한다. 

광고 웹사이트의 스토리텔링 기능적 특성을 유형별 사례를 들어 감성자극형, 

참여유도형, 멀티미디어형, 정보전달형 으로 분류하였다. 스토리텔링이 응용된 

광고 사이트의 사레를 4가지 유형으로 각 사이트의 스토리 전개 시 사용자의 

경험을 분류하여 성격과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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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응용된 전자제기기 광고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시각

적 구성요소로 디자인을 분석하고, 3장에서 분석했던 유형별 사례들 들어 분석

된 모델에 도입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광고 웹사이트 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얻어낸 효

과와 분석결과를 정리 하며 결론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 방향과 연구 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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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웹과 웹디자인의 정의와 특징
세계 규모의 거미집 또는 거미집 모양의 망이라는 뜻으로 www(World Wide  

Web)2), 웹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사용자는 모니터를 

통해 시각화된 정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 매

체로서 정보전달의 기본적 기능을 떠나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

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웹 디자인(Web design)은 웹 브라우저가 해석하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로 보여 주기에 알맞은 마크업 언어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 매체 

콘텐츠 전달의 개념을 정하고 계획하여 모델로 만들어 실행하는 과정이다. 인

터넷을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좀더 멋있고 실용적이며 

능률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 텍스트, 컬러, Layout 등 웹 사

용자를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영상, 멀티미디어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효

과를 함께 사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며, 좀더 세밀한 배려로 인

터페이스(interface) 환경까지 고려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한다.3)

웹 디자인의 목적은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웹 사이트에는 전자 

파일이 한 데 모여 있고, 웹 서버/서버에 상주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요청한 웹 

페이지 형식으로 콘텐츠와 상호작용 기능/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웹 사이트는 

보통 텍스트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페이지는 홈 페이지나 Index로 알

려져 있는 페이지이다. 웹 사이트 안의 각 웹 페이지는 HTML 파일이며 저마

다 URL을 가지고 있다 텍스트, 비트맵 그림 (GIF, JPEG, PNG), 폼과 같은 요

소들은 HTML/XHTML/XML 태그를 사용하는 페이지 위에 놓을 수 있다. 애

니메이션, 비디오, 소리와 같은 복잡한 미디어를 보여줄 때에는 플래시, 퀵타

임, 자바 런타임 환경과 같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요구한다. 플러그인은 

2)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B%B9
3)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B%B9_%EB%94%94%EC%9E%9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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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XHTML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웹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다.

웹 페이지는 보통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정적 페이지: 사용자(웹 마스터/프로그래머)가 페이지를 수동으로 업데이 

트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요청마다 콘텐츠와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는다.

② 동적 페이지: 컴퓨팅 환경(사용자, 시간, 데이터베이스 수정 등)에서 최종 

사용자의 입력이나 변경에 따라 겉모양이나 콘텐츠를 수정한다. 콘텐츠는 클라

이언트 쪽에서 클라이언트 스크립팅 언어(자바스크립트, JScript, 액션스크립트 

등)를 사용하여 DOM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이를 변경될 수 있다. 동적 콘텐츠

는 서버 스크립팅 언어(코드퓨전, ASP, JSP, 펄, PHP, 파이썬 등)를 이용하는 

서버 위에 컴파일 되기도 한다. 두 가지 접근 모두 보통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

에 쓰인다.

웹 사이트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웹 사이트를 설계하는 것

은 웹 페이지를 정리하고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웹 페이지는 웹 사이

트 개발 목적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웹 사이트는 각 책의 페이지를 담고 있

는 책과 비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관점(디자인 문제)이 있으며 인

터넷의 급격한 발전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나올 수 있다. 비상업 웹 사이트의 

경우, 목표는 "얼마만큼 드러나고 응답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하다. 상업 웹 

사이트의 경우, 기본 디자인 관점은 다음과 같다

▣ 상업 웹 사이트의 디자인

① 콘텐츠: 사이트에 담긴 정보는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이용성: 사이트는 사용자와 친숙해야 하며, 인터페이스와 탐색이 단순 하고 

믿음직스러워야 한다. 

③ 겉모습: 그래픽과 텍스트는 일정하게 보여 주는 흐름식의 단일스타일 을 포

함해야 한다. 스타일은 전문적이고,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④ 가시도: 사이트는 주요 검색 엔진과 광고 매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4)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B%B9_%EB%94%94%EC%9E%9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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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상업용 광고 사이트를 주제로 이 같은 관점을 통해 디자인을 해

석하고 분석한다.

제2절 웹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궁극적인 시각디자인의 목적이

라고 볼 때, 아무리 좋은 웹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오고 훌륭한 

콘텐츠를 기획하더라도 시각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고려가 없다면 그 

웹사이트는 창의적인 디자인이 될 수 없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표현의 신기술이 발달되고 인터랙

티브(interactive)한 웹 사이트가 많이 출현하면서 앞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관

건은 기본적인 표현의 테크닉 기술은 물론이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표현전략

으로 네티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화면구성

이 필요하다.5) 웹사이트 디자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구성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조사되었던 황재현과 

최미선의 시각적인 요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각적인 구성요소를 재분

류 하였다. 황재현은 크게 레이아웃(Layout)과 컬러(color)로 분류 하였고, 최미

선은 크게 레이아웃(Layout)과 비주얼 이펙트(Visual Effect)로 분류하여 비주얼 

이펙트 또, 그래픽(Graphic), 컬러(color), 동적효과(Dynamic), 메타포(Metaphor)

로 분류하였다.6) 이러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레이아웃(Layout), 컬러(color), 타이포그래

피(Typography), 동적효과(Dynamic Effect)의 4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1. 레이아웃(Layout)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디자인에서는 디자인 ·광고 ·편집에

서 문자 ·그림 ·기호 ·사진 등의 각 구성요소를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

으로 배열하는 일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데는 주로, 테이

5)서현석,웹디자인에서의 라미디에이션의 활용과 효용에 관한연구,동명정보대정보 대학원석사논문 2004,p34~35
6)오은재,한국영화웹사이트연구,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멀티미디어석사논문,2005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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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레이어, 프레임 등을 이용하는데 보기에도 좋고, 깔끔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레이아웃 디자인이 잘 되어야 한다. 편집디자인이나 광고 등 인

쇄매체들을 보면 텍스트, 이미지, 기호 등을 각 주어진 구성요소의 빈 공간에 

보기 좋게 잘 구성하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웹디자인도 마찬가지

로 웹 페이지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열하였느냐에 따라 

그 느낌과 실용성이 크게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네티즌들의 편의를 

배려하고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적 조형성과 미적 창조

성이 어우러져야 하고 각 구성요소는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웹사이트의 목적과 사용자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창의적인 레

이아웃을 만들 수 있어야하고, 웹사이트의 주목성과 가독성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질서 있는 배치를 위해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7) 

가 . 웹디자인에서의 레이아웃 구조
레이아웃 구조에 의한 사용자 환경을 콘텐츠 구성과 내비게이션(Navigation) 

구조의 복합성 정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구조로 구분한 뒤 내비게이션 배

열 위치에 따라서 상단, 좌측, 우측, 하단 내비게이션 구조로 재분류 한다.

•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정보 설계가  단순한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구조이다. 초창기의 정보가 많지 않

은 웹사이트 에서 볼 수 있는 레이아웃 구조이다. 초기 화면의 그래픽 이미지

와 내비게이션의 구성 방식에 의하여 중앙정렬(Centralize Align), 상단 내비게

이션(Top Navigation), 좌측 내비게이션(Left Navigation), 우측 내비게이션

(Right Navigation), 하단 내비게이션(Bottom Navigation)으로 분류 된다.

단순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인화면과 서브화면의 레이아웃 구조가 거의 동

일하게 적용되어 사용자가 메인 화면에서 습득한 내비게이션 방식을 토대로 

다른 화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7)황재현,WebDesignIV웹 레이아웃 스타일&컬러 시스템,정보문화사 2003,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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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구조(Complex Structure)

웹사이트가 인터넷 초기의 홍보 역할에서 진일보하여 전자상거래, 쇼핑, 전문

포털 기능,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콘텐츠의 양

이 많아지자, 복잡 다양한 웹사이트의 정보 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레이아웃 구조도 복합적인 구조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웹사이트에

서 사용자가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나 성격에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이

고 구조화된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이 복합적

인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레이

아웃 구조에 관한 웹스타일을 상단 내비게이션과 화면분할, 좌측 내비게이션과 

화면분할, 고정 영역 활용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 상단 내비게이션과 화면분할 : 상단에 글로벌 내비게이션 배열하고, 2차 3

차 메뉴인 로컬 내비게이션을 하단에 배열한 구조.

⇒ 좌측 내비게이션과 화면분할 : 글로벌 내비게이션 좌측에 배열, 2차,3차 메

뉴인 로컬 내비게이션을 우측의 상단,하단에 배열한 구조.

⇒ 고정영역 활용 디자인 : 레아아웃 영역을 한 눈에 들어오도록 마치 프리젠

테이션(Presentation)을 하듯 특정 크기로 고정 후 그 안에서 모든 콘텐츠를 보

여주는 형식으로 시선집중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이 구조는 특히 본 연구에

서 조사한 웹광고 사이트에 많이 쓰이는 구조.

웹디자인은 레이아웃 형태로 그 의미는 레이아웃 구조를 담아내는 틀의 형태

를 의미한다. 즉 ‘Layout Shape follow Layout Structure-레이아웃 형태는 레이

아웃 구조를 따른다’라도 대입하여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레이아웃 형태의 인상적인 기준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였다.  8)

• 일반적인 형태(Formal Shape)

텍스트 기반의 정보 전달 기능이 우선인 웹사이트 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태로 

특별하게 튀는 디자인 보다는 빠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정보설계에 충실한 

레이아웃 유형이다. 일반적인 유형은 비슷한 레이아웃 구조와 형태로 사용자에

게 익숙한 인사를 주므로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8)최미선,디자인의 폭을 넓혀주는 웹스타일 북,안그라픽스,2003p7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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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있는 형태(Unique Shape)

레이아웃 윤곽이나 구조의 특별한 형태가 독특한  Look & Feel을 전달하는 웹

사이트로서, 웹사이트의 외형적인 형태를 독특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디자이너의 의도나 표현 전략에 따라서 특색 있는 

레이아웃 형태는 다양한 시도와 표현이 가능하다. 물론, 다양한 시도와 표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독특한 레이아웃 형태가 웹사이트의 성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의 성격과 레이아웃 구조에 맞는 형태

로서 심미적인 조화로움을 연출해 내는 것이다.

• 실험적인 형태Experimental Shape)

정형화된 틀 없이 과감한 레이아웃 구조를 실험적인 형태로 자유롭게 표현한 

웹사이트 들을 통틀어서 실험적인 유형으로 구분한다. 주로 아티스트, 디자이

너, 디자인 회사, 웹진, 영화 등 개성이 넘치는 독특함이나 강렬함을 전달하기 

위한 웹사이트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다. 실험적인 유형의 웹사이트들

은 목적을 위한 기능 만족보다는 개념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에 치중하기 위

에 그 모습이나 사용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방식들이 

매우 독특하거나 전혀 새로운 형식 일 때가 많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실험적 이라는 것이 곧 혼란스러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면 구성

요소 간의 균형과 조화로운 연출이 필요하다.9)

웹에서의 레이아웃을 정리하자면, 구성요소를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고, 기본 조건인 주목성(注目性) ·가독성(可讀性) ·명쾌성 ·조형성 

·창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종합

적인 구성력과 조합능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환경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조합에 있어서는 각 구

성요소의 독자적인 역할과 동시에 전체로서의 통일된 질서 감각이 있는 레이

아웃, 또 목적에 알맞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일이 중

요하다. 

9)오은재 앞의 책 p11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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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상 (Color)

웹 컬러 는 컴퓨터 OS의 종류가 다양하고 브라우저들도 다양한 환경에서 종류

나 브라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안전한' 색을 말한다. 이

를 안전색(Web Safe Color)'라고 한다. 이 웹 안전색은 유채색 210가지, 무채색 

6가지로 모두 216색으로 구성된 컬러 시스템이다. 웹컬러란 웹디자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 중요성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10)

가 . 웹 디자인에서 색상의 역할
① 시선을 사로잡는다.

② 시선을 유도한다.

③ 시선에 의해 포착된 이미지를 기억시킨다.

컬러는 웹사이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전체 디자인은 일체감을 갖

기 위해 계획된 배경화면과 문자 색 등이 배치된다. 동일한 사이트 정보는 동

일한 컬러를 유지하는 등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또한 사용

자의 위치를 아이콘 등의 컬러 변화로 표시해 주는 컬러표현은 내용전달을 확

실히 하고 시선유도에 많은 도움을 주어 사용자의 이해도를 향상시켜준다.11)

나 . 컬러의 연장작용과 심리적 효과
웹디자인에서 색상은 특히 중요하다. 웹의 특성상 사용자의 반응을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얻어내야 하는 조건에서 그 어느 매체보다 색상조절이 수월하여 

쉽게 변경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색상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디자인에 있어서 색의 연상작용은 상당히 중요하다. 시원한 느낌을 원하는 클

라이언트에게 따뜻한 느낌의 빨강을, 순수함을 요구하는데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색상마다 사람에게 전달하는 고유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유에서 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컬러의 특성 및 연상작용을 고려하면 색상선택

이 쉬워진다. 맑고 깨끗한 느낌을 전달하기위해 명도가 가장 높으며, 다양한 

10)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dir_id=10102&eid=Wc4YhNdB//62oTBKR0ZwIo7psLC/Jh5g&qb=wKUgxMO3r
w==&pid=fL85Aloi5TwssaCv9ohsss--486989&sid=SN8Ik4703kgAAFqr@7E

11)최미라,웹 인터페이스디자인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영상디자인석사논문
2004,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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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와의 조화도가 높고 가장 가볍게 느껴지는 흰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강렬

하고 자극적인 느낌의 컬러, 그리고 부드럽고 차분한 무채색이나 파스텔 톤의 

컬러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컬러의 선정이나 배색에 있어서 주관적인 느

낌에 치중하거나, 표현하려는 주제와의 컬러 조화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사용자들에게 원치 않는 느낌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원칙에 따라 

컬러를 선택하고, 어떠한 원칙에 따라 배치하느냐에 따라 느낌이나 상징 효과

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12)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적 연상에서 빨강, 

주황, 흰색, 노랑은 따뜻한 느낌, 파랑, 남색, 초록은 시원하고 청량하며 차가운 

느낌, 자주, 보라의 신비한 느낌을 준다. 사랑스러움, 귀여움 등을 표현하기 위

해 파스텔톤의 핑크나 노랑을 사용한다. 색의 채도와 명도에 따라 전해지는 느

낌 또한 다르며 온도감과 무게감을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사

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코카콜라나 한국축구의 응원단 붉은악마로 인해 

붉은 컬러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식욕, 정열, 주목, 강렬함의 의미로 쓰였다. 이

렇듯 컬러는 사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기억에서 오래 기억되도록 하는 

힘이 있다.

웹디자인에서 컬러를 잘 사용하려면 다양한 컬러의 특성이나 상징, 색의 대비

나 효과 등 컬러의 기본요소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웹 컬러를 자유자재로 쓰기가 어렵다. 바로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컴퓨

터그래픽 컬러가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컴퓨터그래픽과 환경에 맞는 컬러

의 원리와 효과적인 사용방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컬러를 사용하는 것은 콘

텐츠의 질적인 몇 못지않게 중요하다. 컬러 설계가 잘 되어야만 웹사이트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호감과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감성적인 자

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즉, 웹 환경에서의 컬러는 항상 고려

되어야한다. 감성적 자극이라 함은 인간의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

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시각의 자극이다. 

이는 곧,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는 컬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더욱 컬러의 사용이 어렵다. 아

무리 같은 컬러를 보여주어도 조금씩 컬러 차이가 나기 때문 이다. 그렇다고 

컬러의 기본적인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터넷상에서는 좀 더 신

경을 써서 컬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13)

12)최미선 앞의 책 3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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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좋은 타이포그래피는 과학적인 접근과 창의 적인 해결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

해 생산될 수 있다. 여기서 과학적 접근이란 가독성과 판독성의 관점에서 타이

포그래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창의 적인 해결은 과학적인 접근이 바탕이 된 시각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타이포그래피를 다른 디자인 요소와 통합 시키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14) 일관성 있는 사이즈, 컬러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로 하여금 가독성

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문자에 디자인을 하여 타이포에 심미성을 가미 하여 

새로운 시각적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표현되는 타이포그래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대체적으로 탈

네모들이 신 서체 형태가 늘어나면서 컨셉에 맞추어 타이포그래피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지만 차별화만을 운운한 나머지 컨셉과는 상관없는 서체를 남용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나친 탈 네모꼴이 되면 가독성이 떨어져 네티즌에

게 정확히 해독되어지기가 어렵다. 타이포그래피는 유형에 따라 타이포의 크

기, 두께, 색상, 구조 등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비주

얼 요소이다.15)

사이트에서의 타이포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상세 설명을 위한 기초적인 디폴트 

요소이다. 웹의 특성상 모니터는 저해상도로 글자를 보여준다. 따라서 세리프

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산세리프체가 가독성

과 판독성이 높다. 한글 서체의 경우 바탕체나 궁서체보다는 굴림체, 돋움체와 

같은 산세리프체가 본문용으로 사용하기 적당하며, 영문 서체의 경우 Arial 

Helvetica와 같은 산세리프체가 가독성이 높다. 다른 서체를 활용하고자 한다

면, 폰트 임베딩16)에의한 오픈타입17)과 트루독18)을 쓰거나, 그래픽툴을 이용해

서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19)

13)오은재 앞의 책 p11
14)박지용,비주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영진닷컴,2007p168
15)이현정,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인터네 쇼핑 웹사이트의 디자인적 접근,동덕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
석사논문 2000,p32,42~44

16)Embeding:사용자(Viewer)의 시스템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폰트와
HTML문서를 함께 다운받아 디스플레이 해주는 형식을 말한다.

17)Opentype:Microsoft사의 트루타입에 어도비사의 포스트스트립트 폰트가 추가된 형태
18)Truedoc:넷스케이프가 지원하고 비트스트림(Bitstream)사가 개발한 폰트 임베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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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코드문자와 이미지 문자의 장단점20)

표 는 코드 문자와 이미지 문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표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 한다면 사용자

로 하여금 편리함을 느낄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이포그래피는 광고, 포스터, 북, 편집, 신문 등 기존 매체에서 디

자인의 한 영역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정

착해 버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타이포그래피는 그 어떤 매체에서보다 훨씬 

증폭된 발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정보 습득을 원하는 사

용자에게 타이포그래피는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로서 매우 효과적

인 시각효과가 된다. 또한, 형태적 심미성을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웹디자

인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웹

디자인에서 발견되는 타이포그래피의 변화는 플래시(Flash)나 라이브 모션

(Live Motion)에 의한 애니메이션 표현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정지된 화면에

서 시간과 공간 개념을 적용시킨 타이포그래피의 표현은 순차적인 의미전달, 

강조, 강약 효과 연출로 기존과 다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고 있

다.21)

4. 동적 효과(Dynamic Effect)

19)손기훈,웹디자인 스타일의 포물려화를 통한 그리브 시스템 활용에 관한연구,2003,p9
20)손기훈 앞의책 p9
21)오은재 앞의 책 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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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식의 정보 콘텐츠와 정보 처리 (보기: 텍스트, 오디오, 그래픽, 애니메

이션, 비디오, 상호 작용)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는  요소이다. 인쇄물과 같이 정적인 매체가 아닌 동적인 매체 특성을 가진 

웹사이트 에서의 움직이는 디자인 요소인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 없다면 사

용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매력의 상실과 호기심의 부족으로 인쇄 매체와의 구

별이 될 수가 없다. 평면적 이미지의 특성을 가진 인쇄매체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의 역할이 맞게 움직일 때 사용자의 호기심 유

발과 시선을 고성시킬 수 있는 시각적 매력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의 표현이 시

간과 공간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이미 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컴퓨

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웹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새로운 차원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다양

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 특히 실체감 있는 운동의 효과가 

가능한 웹사이트 에서의 그래픽 표현은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전달의 표현 수

단으로 문자 그 이상의 훌륭한 시각적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형태의 변형 

따위를 만들어 내기 위해 비디오 혹은 애니매이션 기술을 차용한 그래픽을 의

미한다.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것은 실체감 있는 움직임으

로 웹사이트에서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22)

또한 동적효과를 위한 동영상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상호 작용을 한다. 멀티미

디어는 컴퓨터 정보가 전통 매체인 텍스트와 그래픽을 더불어 텍스트, 오디오, 

스틸 이미지, 애니메이션, 비디오, 상호 작용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을 가

진다.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은 기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온

라인 세계에 알맞은 기록 스타일은 독자가 빨리 읽고 넘길 수 있도록 최적화

된 것이다. 사용자가 어떠한 페이지를 볼 때, 페이지가 한 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 결과, 멀티미디어 사용자는 정보 구조의 정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23)

제3절 웹에서의 시각적 의사소통
22)안창호,웹디자인에 있어서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한국디자인트랜드학회논문집,2000
23)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A9%80%ED%8B%B0%EB%AF%B8%EB%94%94%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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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적 의사소통의 정의
웹 디자인은 시각적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 요

소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시각화하는 것을 말한다. 표면적으로 웹 디자

인은 모니터상의 겉모습을 창작하는 과정이며, 근본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시각

화(visualization) 하는 과정이다. 목적에 맞도록 시각적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디자인 요소로 된 옷을 입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인터랙티브(interactive) 한 환경에서 특정개체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 

과정을 체계적으로 시각화 하는 역할을 위해 메시지를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

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복잡한 과정을 갖게 된다. 시각문화의 산물을 매개

로 이해,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 의미의 실천과정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 하

겠다.

가 . 웹에서의 시각적 의사소통을 위한 원칙

▶ 사용자의 경험 관찰
사용자는 항상 시각 디자인보다 우선한다. 해당 사용자를 관찰하는 것은 디자

이너로 하여금 사용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특정디자인요소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등에 관한 답을 찾도록 해준다. 디자인 주제 및 디자인 요

소와 관련하여 시각적 경험 측면에서 해당 사용자를 정의한다.

▶ 사용자의 경험 조직화
시각화는 얽힌 실타래 안에 있는 사용자의 경험과 디자인 요소를 서로 연결시

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요소와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자 경험에 대

한 관찰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경험은 시각적 의사소통을 

돕는 시각적 구조(레이아웃)내에서 재정리되고 편집되어야 한다.

▶ 사용자의 경험 시각화
디자인 요소와 관련하여 사용자 경험을 정의하고 조직한 후에, 디자이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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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를 디자인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사용자 경험을 시각화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 디자인 요소는 사용자 경험을 미적으로 그리

고 기능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변형된다. 사용자의 기호에서 추출한 감정

적 모티브는 사용자들이 특정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사용된다. 시각

화는 사용자와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관찰하고 디자인 요소를 이용하여 이러

한 사용자 경험을 조직하며 시각화 하는 것이다.24)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색이나, 그림 기호 등의 시각언어를 전달의 중요

한 수단으로 하며 의미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직감적으로 인식하

는데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시각언어의 형성과 조작방법에 따른 비주얼커

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좌우되며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유

용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25)

2. 시각적 의사소통의 요소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체계는 ‘전달자(발신자)'와 '수용자(수신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매체'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발신자는 전달하고

자 하는 내용을 시각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한 표시물을 만들고 그 표시물

을 그에 따라 일련의 반응을 일으킨다. 그림은 이러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흐

름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입장에서 비주얼커

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관찰한 것이다.

24)박지용,디자인의 시작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영진닷컴,2007,p194~195
25)박선의.최호천,비주얼 커뮤니케이션디자인,미진사,1999,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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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흐름 26)

피표시 영역을 살펴보면, 비시각적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시각화하

는 경우이고, 시각적 대상을 일정한 시대에 한 민족이나 집단이 사물을 시각적

으로 인식하는 공통의 형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누구나 알기 쉬운 형태를 그려서 그 시대에 가장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시

각적 인식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작적 대상은 사용을 위해 만들어내

는 표시물을 말한다. 교통표지처럼 표시물 자체에는 실제적인 설명이 없지만 

약속화 되거나 습관화된 도형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유희적 대상은 전달에 있어서 보고 즐기는 감각적인 것들을 가리

키는 것으로 영화나 TV 등이 이러한 유희적 대상의 연장이다. 앞의 피표시 영

역의 대상물은 시각화과정에서 실체적, 통념적, 설명적, 규약적인 형태로 표시

물화 되어간다. 다음 표시물(미디어)영역은 제작과정에서 어떠한 매체를 선택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는 사람이 입장에서 표시물이 전달의 목

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소의 필수조건이다. 표시물을 인식하고 거기

에 그려져 있는 형상을 파악하기까지를 제1차 전달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정확성은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나 표시물을 보는 것과 

그 표시물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것은 별도의 과정으로, 

이러한 해석 또는 번역을 제2차 전달계라고 한다.27)

26)김민주,성공하는 기업에는 스토리가 있다,청림 출판,2003
27)박선의.최호천,앞의 책 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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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일의 심리학자 막스 베르트 하이머(Max Wertheimer)는 인식에 있어 

게슈탈트28) 이론을 '눈은 단순하게 모든 영상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는 이러한 

감각을 일관된 이미지로 정리 한다'는 결혼을 내렸다. 각각의 감각기관을 연결

시키는  뇌가 없다면 이미지의 지각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29)지각된 이

미지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주위의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

게 된다. 우리가 수많은 픽셀로 이루어진 모니터상의 어떤 형상을 파악 하는 

것 또한 게슈탈트 이론에 근거한 지각의 조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의 내용을 웹에 적용 시에 인간의 이성작용과 감성작용을 일으키는 수단으

로서 발신자는 모니터상의 비주얼이고, 수신자는 이 정보를 얻으려는 사용자이

다. 웹에서의 이미지와 타이포, 비주얼 이펙트등의 시각적 요소들은 정보 전달

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전달된 정보가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각 되게끔 하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지각은 지각자

의 어떠한 한계 지어진 활동이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로서 다른 활동과 결합되

어 인식되어 진다. 시각적 요소들이 적절한 조화 속에서 사용자들에게 광고에

서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과 정확한 정보제공의 기초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시각적 디자인 요소

들을 이러한 시각전달체계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디자인 되어야한

다. 

제4절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1. 온라인 광고의 정의와 특징
온라인 광고는 인터넷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행해지는 광고 활동 전반을 의

미하며, 이는 보편적으로 배너광고 뿐만 아니라, 이메일 광고, 도메인 광고, 키

워드검색 광고 등 인터넷상에서 기업 및 상품 정보전달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온라인 광고는 기존 매체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제작 및 수정이 용

이하고, 멀티미디어의 기능과 가상현실 등의 최신 기술의 적용이 가능함에 따

28)게슈탈트란 말은 형태나 모양을 의미하는 독일어 명사에서 유례했다
29)P.M레스터,(금동호 김성민 엮음),비주얼 커뮤니케이션,,나남신서,1996,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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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효과와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 온라인 광고의 활성화로 기존의 광고매

체로부터 온라인 광고로 광고투자를 전환하는 추세가 증가해왔다. 인터넷을 이

용할 경우 5,000만 명의 소비자를 확보하는데 5년, 라디오는 38년, 텔레비전은 

13년, 케이블 TV는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터

넷이 커뮤니케이션의 급속한 성장 매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 광고는 전통적 광고와 사용하는 매체만 다를 뿐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수단중의 하나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다르

지 않다. 전통적 광고와 온라인 광고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TV에

서 상품광고를 보고, 그 상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의 사

양이나 특성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표 2-2]인터넷 광고의 특징30)

온라인 광고는 위의 표와 같이 매우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속

성들은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광고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셉스트럽(M.Sepstrup)의 매체 효율성 

30)이영철,전자상거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장안대학교 장안논총 2000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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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을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다. 셉스트럽은 "광고주들의 이상은 잘 정

의된 수용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호한 피드백의 가능성을 가지고 최대한

으로 도달하는 것인데,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종종 광고주들로 하여금 비용-효

과 측면에서 낮은 선택성에서 피드백 기회는 전무한 가운데 높은 도달을 받아

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기 다른 매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31)

첫째, 도달(reach)의 범위이다. 즉 도달할 수 있는 수용자의 크기를 말한다. 

둘째, 선택성(selectivity)이다. 이것은 얼마나 정교하게 수용자에게 도달되고 각 

부분이 원하는 특별한 정보를 얼마나 정교하게 보낼 수 있는가를 말한다.

셋째, 피드백(Feedback)으로서, 수용자의 반응을 광고주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넷째, 비용(cost)으로서 특정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

는가를 말한다.

다섯째, 정보량(information capacity)이다. 각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를 말한다.

여섯째, 측정성(measurability)이다. 그 매체 광고의 효과를 특정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표 2-3]주요매체들의 특성비교 32)

31)Thomesn,MargretheDal,"AdvertisingontheIntermet",DissertationsubmitedtoTheUniversityofWestMinister
FortheMasterDegreeinMarketting,Srptember,1996p33

32)ThomsenMargrethdDal,"AdvertisingontheInternet."1996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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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을 바탕으로 온라인 광고와 주요 매체들의 광고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위의 표를 살펴본바, 다른 매체들에 비해 인터넷은 도달은 낮으나 선택성이 높

고, 피드백, 정보량, 비용, 측정성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온라인 광고

는 낮은 비용대비 비교결과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내 광고주들에게는 실로 

이상적인 광고 매체라 할 수 있겠다.

▣ 온라인 광고의 장점

① 24시간 365일 광고 가능.

②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음.

③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시장 세분화가 용이함

④ 일대일 광고가 가능함.

⑤ 멀티미디어 및 가상 현실감을 이용한 효과적인 광고기법 구사 가능함.

⑥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와 달리 최소의 비용으로 콘텐츠의 제작, 수정,   

   갱신 등이 용이함.

⑦ 광고를 보는데 따른 시간이나 내용의 제한 없음.

▣ 온라인 광고의 단점

⑧ 시장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움

⑨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측정기준에 대한 표준이나 방법이 모호함.

온라인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특성에 기반 한 개인 특화된 광고가 가

능하다는 것이다. 포레스트 리서치(Forest Reserch)는 인터넷 광고를 실시한 미

국의 5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웹 광고를 통해서 주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

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고객과의 관계 강화, 측정 가능성, 속도 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열거한 인터넷광고의 특성을 광고주들

이 제대로 안다는 것을 의미 하며,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광고 노출

에 의한 인지도 제고보다는 고객에 대한 빠른 정보전달과 관계 강화를 기대한

다는 것을 시사한다.33)

33)이재규,이경전,김우주,전자상거래 원론,법영사,1999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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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광고 마케팅의 개념과 필요성
가 . 온라인 광고 마케팅
마케팅의 개념은 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하여 인간의 필요와 욕구 충족과 기업

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 중 필요는 어떤 기

본적인 만족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며 욕구는 만족시켜주는 수단에 대한 구

체적인 바램을 말한다.34)인터넷, 콜 센터, 팩스, PC통신, 무인화자동기기,Kiosk

등 전자적 수단을 매개로한 마케팅 활동에 초점을 둔 온라인 마케팅 속에 넓

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인터넷 마케팅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정보가 매체를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상호 전달되고, 정보전달애

체 또한 다양화 되어 기존의 TV, 신문, 잡지 라디오의 4대 미디어와 함께 새

로운 정보 전달 수단인 인터넷은 대중매체로서의 자리를 잡았다. 최근 들어 인

터넷의 사용이 용이해지고 대중화됨에 따라 인터넷은 단순히 사움정보나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 공급자와 소비

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쇼핑을 즐기는 장점은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소

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고 구매가 보다 흥미 있고 편리하며 쇼핑에 따른 시간

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케팅 관점에서 인터넷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첫째 인터넷은 실시성과 

쌍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둘째로 인터넷은 정보 매체이자 곧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인터넷 시대의 마케팅이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대중마케팅(Mass marketing)방식에서 탈피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의 필요성 

: 미리 조사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품을 개발․대량 생산하며 이를 판매

하는 방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

의 변화된 요구를 실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 또는 대처 능력이 없다면 고객의 다른 경쟁 기업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34)채서일,마케팅,서울학현사,1995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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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관계와 접촉 활동의 추적과 이를 마케팅 활동에의 반영의 필요성 :

대중 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마케팅 활동은 고객의 즉각적인 반응의 추적이 곤

란하며 그 활동 자체로서 일단의 업무가 종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쌍방향성은 

곧 개별 고객이 특정 마케팅 활동과의 관련 및 진척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객은 계속 구매 검토 단계에 있을 수 도 있으며 어

떤 고객의 이미 구매를 완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들과의 마케팅 

활동은 각 고객고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이는 곧 모든 고

객 별로 관계와 접촉상황을 추적하고 기억하고 이를 미래의 마케팅 활동에 반

영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개별 마케팅 기획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개별고객의 평생 가치 극대화로의 

전환 필요성 : 이제까지의 전통적 마케팅은 개별 제품이나 일시적인 마케팅 기

획을 통해 매 번의 마케팅 활동의 수익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매 

마케팅 기획을 위해 잠재 고객을 새로 정의하고 필요하다면 신규 고객을 최대

화 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이미 기존 고객과의 관계와 그 고객의 현재

까지의 상황을 정확히 추적해야 그 고객에 관련된 미래의 관련 구매들, 예를 

들면 미래의 대체구매나 특정 이벤트와 관련된 신규 구매 등에 초점을 맞추며 

특정 고객이 가지는 지속적 구매나 이용으로 인한 수익성 즉 평생 가치를 극

대화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하이테크 제품과 같은 고객의 학습에 

의한 충성도가 강할수록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몇 가지 인터넷 시대에서 요구되는 마케팅에서의 변화는 일

대일 마케팅(One-to-one marketing)이나 직접 마케팅(Direct marketing)과 같은 

마케팅 방법론들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만들었으며 나아가 기업들은 마케

팅 방법론을 넘어 이제 인터넷의 특성과 막강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바탕으

로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사적 전략, 즉 고객관계 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전략을 통해 그 경쟁 우위까지도 확보하고

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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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마케팅 개념 비교35)

온라인 마케팅은 종종 전통적 마케팅과 다르게 시공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었

던 것은 무엇보다도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온

라인 마케팅의 유용성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다만, 온라인 마케팅은 

아직까지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

부 소비성 일용품에서 그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다. 인터넷을 채널의 하나로 인

식하는 인터넷 마케팅이 온라인 마케팅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그 

파급 효과가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확산 정도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단기간에 급속

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급속한 확

산에 부응하여 실제 고객들을 인터넷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고객

을 대상으로 판매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차별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하나하나의 욕구에 부응하는 원-투-원 마케팅

(One-To-One Marketing)구축에 여념이 없다. 또한 인터넷이 기업 운영의 효율

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보면 다른 채널보다 유지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

에서 더욱 매력적이다.36)

나 . 온라인 광고 마케팅의 변화
인터넷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추가됨에 따라 인

터넷 사용자가 반응할 수 있는 폭도 한층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

35)이재규,이경전,김우주 위의책 p140~141
36)이재규,이경전,김우주 위의책 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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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개개인의 반응은 각각을 대상으로 차별화 된 정보를 제공 가능하게 하였

고 기존의 대중 마케팅에서의 전략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기존의 마케팅은 생산된 제품을 소비할 대상을 찾기에 중점을 두기보다 많은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시장에 상품을 전시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서 목표가 되는 대상이 존재하나 그 대상이 불특정 했고 마케팅의 목표는 

통계 자료나 설문 등의 조사를 통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 졌다. 그러나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 데이터마이(data mining)닝 등 활용기술의 발전으

로 점차 목표 대상이 구체화 되고 특성화됨에 따라 마케팅 전략도 변화하게 

되었다.37)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와 달리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 기존 미

디어들이 일방적이고 단발적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인터넷은 상호작

용하면서 맞춤화 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광고 마케팅을 기획시에 내세우고자 하는 특정상품 하나를 위한 광고사

이트가 그 예이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상품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접속을 시도하여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비주얼이 강한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광고 사이트를 접근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

보를 접하면서 관심도가 상승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각적

인 화려함이 마케팅으로 구매까지 연결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다 . 온라인 광고 마케팅의 기법
마케팅기법이란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라고 할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 광고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사

이버마케팅'시대가 왔다. 어떤 개척자에 의해 어디까지 변해갈지 모르는 인터

넷은 사용자의 폭팔적인 증가로 기업가들에게는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변해가

고 있다. 현재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마케팅 기법으로 시장에 접근

하고 있지만, 성공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38)

인터넷은 21세기를 맞이하는 동시대인들에게 닷컴 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냈

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닷컴의 신화는 거품이 빠지면서 '컴

37)이재규,이경전,김우주 위의책 p142
38)박경미,인터넷마케팅 소비자만족요인분석,순청향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2000,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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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이 아니라 '곤(가버렸다)'이라는 '닷곤(Dotgone)'의 전환기를 맞았고, 이

는 신화를 쫒았던 많은 추종자들에게 인터넷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을 안겨주

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은 기존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한계점을 더욱 부각시

켜 그동안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온 수많은 시도들을 폄하하는 분위기를 만

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동안 인터넷 마케팅은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와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한 진화와 퇴화의 과정을 거듭했다. 기존 인터넷 마케

팅 방식은 배너광고, 타킷(target)구분없는 단순광고 노출, 반강제적인 광고노

출 일방향의 콘텐츠 제공, 대중 마케팅형의 고객접근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새로움과 편리함을 중시하고, 개성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보이고,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며, 유용성과 속도에 민감

한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동안 드러났던 인터넷 마케팅의 한계점들은 인

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로 극복되

면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39)

웹 광고 사이트에 주로 상용되고 있는 기법들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 컬러마케팅 (color marketing)

제품선택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색으로 정해서 구매력을 

결정짓게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이 마케팅은 제품 자체의 색깔에서 시작되었

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제품기획이 중심이 되어 비로소 마케팅이란 용어를 

붙이게 되었다. 이 마케팅은 색상을 이용하여 판매를 극대화시키는 판매전략이

다. 기업의 제조기술이 평준화되면서 디자인 중에서도 색상이 제품선택을 결정

하게 되었고, 사람은 색채에 대해서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이것이 곧 구

매충동과 직결된다는 것이 이 마케팅의 기본논리이다.

▣ 감성 마케팅 (Emotional marketing)

소비자의 심리적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이

나 취향을 눈에 보이는 색채·형태·소재를 통해 형상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즉, 감성 마케팅은 소비자의 감성에 어울리는 또는 그들의 감성이 

39)안종배,나비효과 디지털마케팅,.미래의창,20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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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자극이나 정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불

러일으키고 소비 경험을 즐겁게 해 줌으로써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 마디로 감성 마케팅은 인간의 심리와 감성을 중요시하는 제품 마케

팅이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본적인 품질, 편익, 기능이나 가격  등을 중요시

하는 이성 마케팅과는 달리 감성 마케팅은 symbol, message, image(look and 

feel)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성 마케팅과 대비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광고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고객이 특정 제

품이나 Brand를 대할 때의 심리적 상태를 중시하고 그때의 욕구와 기분에 적

합한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Brand가 갖고 있는  감성

적 요소들 즉, 시각적 요소(색, 모양, 색채 등), 청각적 요소(음량, 음의 고저, 

음의 강약 등), 촉각적 요소(재료, 질감 등), 미각적 요소, 후각적 요소로 구성

되는 감각적 표현 요소(미학적 실행 도구)의 결합이 지극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 바이러스마케팅 (virus marketing)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

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컴퓨터바

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2000년 말 부터 확산되면서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기업이 직접 홍보를 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메일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라는 점에서 기존

의 광고와 다르다 .기업은 유행이나 풍조 등 현실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네티즌

들의 입맛에 맞는 엽기적인 내용이나 재미있고 신선한 내용의 웹 애니메이션

을 제작,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게재하면서 그 사이에 기업의 이름이나 제품

을 슬쩍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간접광고를 하게 된다.네티즌은 애니메이션 내용

이 재미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다른 네티즌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마케팅은 웹 애니메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파일 크기가 

작아 거의 실시간으로 재생이 가능함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누구

나 쉽게 제작할 수 있고, 기존의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필름을 이용한 광고보

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제 장 서론 

▣ 펀마케팅(Fun Marketing)

재미난 아이디어 상품이나 재미난 광고 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웃음을 주면

서 인지도를 높이는 기법으로 SK텔레콤 ‘It’s different’ 핸드폰 광고를 어

느 식품회사에서 ‘It’s delicious’로 카피문구를 바꾸고 코믹한 연출을 시도

하여 인지도를 높은 ‘왕뚜껑 CM’ 이 펀 마케팅에 속한다. 

또한 제조 특히 섬유산업에서 짝퉁의 묘미를 살려 만들어낸 ‘푸마’를 ‘파

마’, ‘아퍼’, ‘얌마’ 등으로 네이밍을 바꾸고 그림 및 로고까지 코믹하게 

바꿔 소비자에게 모조품의 이미지 이상 새로운 문화 코드로 만드는 등 펀 마

케팅은 현대 마케팅 기법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40)

매일매일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쏟아져 나오는 현 시대에 인터넷 광고에 쓰이

는 마케팅 기법 또한 기존의 마케팅이 새롭게 변형되거나 재탄생된다. 매체에 

따라 광고의 기법에 따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변형되어 사용된다. 위

에서 간단히 소개한 광고 기법들은 인터넷 마케팅의 틀 안에서 재조명 한 것

이다.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서 응용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필하고 

있다. 트랜드의 흐름에 따라 또 어떠한 마케팅 기법이 탄생 할지 귀추가 주목 

된다.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마케팅을 통한 웹 광고 사이트에 디자인

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라 . 온라인 광고 마케팅의 필요성
많은 상업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에게 개별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인터넷은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기업들은 인터

넷을 통하여 더욱 개별적이며, 개별화된 방법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방문자들의 온라인 상호작용과 구매행동을 추적

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를 파악한 다음 사이트 내용이 개인화되도록 사이

트를 변경한다.41) 온라인을 사용하는 유일한 목적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라고 뉴욕주 베드포드 힐즈의 조직 관련 전문가인 폴레트엥사인(Paulette 

Engsing)은 말한다. 그는 상업용 온라인 서비스 중에서 가장 국제거인 컴퓨터 

서브(Computer-serve)에 접속한지 3일 만에 밀라노의 한 출판업자를 알게 되었

40)http://blog.daum.net/park-jun0/7578806
41)박명호.한장희.김상우.백운배,인터넷마케팅,명경,2005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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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출판업자는 엥사인이 쓴 organizing-tips라는 소책자를 이탈리아 번역판

으로 펴내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에 접속한 후 4개월 동안 그는 몇몇 라디오 쇼

에 초청되었고, 시애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사인 공세를 

받았다. 이외에도 수많은 글을 써서 팔았고 그의 책을 CD-ROM에 싣는데 관심

이 있는 제작자 두 사람을 알게 되었으며, 이 책에 대한 인터뷰도 했다. 이모

든 일이 컴퓨터로 컴퓨터서브에 접속함으로써 생겨났으며 애너하임(Anaheim)

에서 쮜리히(Zurich)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교

환한 결과이다.42)

▣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
①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지리적으로 먼 곳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② 비서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

③ 가장 구체적 필요성을 느끼며 관심이 있는 고객을 겨냥 할 수 있다.

④ 온라인 마케팅은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⑤ 온라인 마케팅은 일 대 일 네트워킹보다 시간이 절약된다.

⑥ 특정 메시지를 보게 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온라

인 영역 밖까지 훨씬 멀리 손을 뻗힐 수 있다.

⑦ 다른 미디어로 만날 수 없는 잠재고객을 찾을 수 있다.

⑧ 시장에 대한 신뢰도, 선호도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

지 가정할 수도 있다.

⑨ 여행할 때도 통신선에 접속만 하면 온라인이 연결된다.

이러란 장점들을 통해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의 매력을 외면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바 온라인 마케팅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마냥 외쳐대는 

식의 광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상품을 마구 만들어 내는 생산체계, 복잡

한 유통단계로 인하여 엄청난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유통체계로

부터 탈피를 꾀하고 있다. 마케팅 활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가장 큰 힘은 인터

넷이 제공하는 시공을 초월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기업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비용을 

42)마르샤유드킨,온라인 마케팅,컴퓨터통신으로성공하는 비즈니스,,정보시대,1996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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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지 않고도 고객과 일대일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과 고객들의 변화하는 욕구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고

객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시장의 요구는 고객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시스템에 

불을 붙이면서 고객지향적인 개인화된 마케팅 시스템의 도래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43)

3. 온라인 광고 마케팅과 웹 사이트 디자인과의 관계
광고를 하는 핵심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마케팅의 결과 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

고 디자인은 구술적인 개념을 시각 언어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부분

이다. 이제 웹 홈페이지는 기업의 얼굴로서 정보전달과 판매, 지불까지 가능한 

편리한 매체로서의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은 컴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이 만들어

낸 새로운 세계이다. 디자이너가 인터넷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인터넷이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커뮤니

케이션 방법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마케팅 등 새로운 상품 판매

의 형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디자인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관련 

산업과 사회구조의 재편에까지 미치고 있다. 인터넷은 또한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상의 모든 대상을 디자인해야 하는 디자이너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44)

▣ 온라인 마케팅의 외적 표현 양식
마케팅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하며, 디자이너는 기업과 소비자의 욕구

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마케팅적 사고가 필

요하게 된다.45) 웹 사이트 역시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하나의 장(場)이라 한

다면 디자이너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응하면서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는 기업과 상품이 소비자에

게 주는 인상(印像)인 것이다.

43)이문규.안광호.김상용,인터넷마케팅,법문사 2004,p13
44)이이오카 마사오외(전성복역),21세기를 향한 디자인,미진사,1997p91~92
45)채수명,디자인마케팅,국제,1992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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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개념이 없는 인터넷 마케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케팅 개념 

없는 웹 사이트 디자인은 있을 수 없다. 인터넷에 웹 사이트를 만들기만 하면 

최종 목적이 달성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많은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

는 것이다.46) 

Web은 광고 채널로 사용된 다양한 기존 미디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47)마케

팅 Web사이트라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

한 과정 전체에서 디자인의 성패는 마케팅 목표의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최소의 소비자의시선은 시각적 요소들과 만나기가 쉬우

며 내비게이션 또한 디자인적 요소드레 의해 유도되기 쉽게 때문이다.

또 웹 사이트 디자인은 제품에 대한 묘사, 실제에 대한 은유로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측면이 있다. 네그로폰테(1995)는 컴퓨터 미디어에 의해 구

축되는 디지털의 세계가 단순한 가상세계로 머물지 않을 것 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제 모습과 같은 빵을 보고, 소비자는 그것을 먹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곧 집으로 그 빵이 배달되어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8)예전의 추측한 가정이 진화 되어 현재의 생활

로 들어온 현대 생활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전혀 낯설지가 않다. 흔히 광고를 

30초 혹은 15초의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인터넷은 3초 광고라고 불리어지

는 만큼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여 지는 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자체의 성격이나 다른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인터

넷은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매체보다도 가치 있는 광고매체이기도 한 것이

다.49)

46)이두희,인터넷 마케팅 전략,월간 마케팅,한국 마케팅 연구원 1997p64
47)이두원,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의 메시지에 대한 분석연구.한국방송공사 광고연구집,1997년 p220
48)이두원 앞의 책,p220~221
49)이두희.한영주,인터넷 마케팅,영진출판사,1993p126,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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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스토리텔링의 정의와 특성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특성
스토리텔링은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 양식을 말하는데, 사건 진술

의 내용을 스토리, 담화, 스토리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대두된 것은 이야기 예술이 21세기 

정보화 환경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21세기 초의 정보화 혁명은 인간적인 힘의 

발전이며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가능성의 발전이다. 인터넷에 의해 밀실과 광

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인류는 지역과 연고의 낡은 구속을 깨고 정보화 표현

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50)

가장 오래된 형식의 스토리텔링은 지식, 지혜 그리고 문화를 구두로 전하는 것

이다. 그러나 오직 말만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아니다. 스토리텔링은 

음성에 온갖 몸짓(Gesture),텍스트, 그림, 음악 그리고 건축의 형태에 이르기까

지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한다. 진정한 의미의 스토리텔링은 갖가지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Storyteller)와 그 이야기를 전달 받고 반응하는 

경청자간의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선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정신 분석가들은 스토

리텔링의 존재 이유로 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나 경험한 일들을 

서로 교환하고 싶어 하는 내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는 나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줄 만큼 내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Michael Roemer는 인간이 이야기에 중독 되고 탐닉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실히 확인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한다.51) 네트워크화 된 컴퓨터 환경에

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을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라고 

한다. 컴퓨터게임, 웹 콘텐츠, 영화, 애니메이션, 모바일콘텐츠 등은 디지털 스

50)월간디지털콘텐츠편집부,디지털스토리텔링의 이해,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2006.p10
51)Roemer,Michael.Tellingsotries:Postmodernism andtheinvalidationofTraditionalNarrative;Rowman&
Littlefiled(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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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텔링이 이뤄지는 핵심 분야들이다.52) 웹상에서 스토리텔링은 더욱더 세밀

화 되어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 형성이 

더욱더 원할 해 지고 정보전달의 흐름도 한층 더 부드러워 지면서 유저의 이

해를 돕는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의 수평적 확장과 상

호작용을 한다. 정보를 좀더 아름답고 친숙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웹이라는 바

탕을 이용하여 가상의 공간에 스토리를 담아 제공하게 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다양성, 유연성, 보편성, 상호작용 그리고 공유에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전통선인 선(線)형의 이야기 방식(Linear Narrative)

에서 벗어나 이야기 진행 방향의 다양성, 하나의 사건 속에서 다수의 줄거리

(Plot), 그리고 복수의 버전(Version)을 제공 할 수 있다.

웹 광고 사이트에 쓰이는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 과정에 있어서 유연성(Plasticity)과 탄력성(flexibility)을 지닌다. 디

지털 스토리는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을(versatility)을 이용해서 복합적인 플롯

을 만들고, 동인한 사건의 다양한 버전을 보여줄 수 있다. 유저(user)는 이야기

의 한 인물을 맡기도 하고, 극중인물과 상황에 대해 토론 할 수도 있다. 컴퓨

터와 멀티미디어 기술 덕택에 유저(user)의 흥미에 맞게 수정된 독특한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상호교환(interactivity)할 수 있다. 영화, 비디오, TV, 신문 

등과 같은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디지털 스토리가 웹상에서 공

유되기 시작하면 창작자와 유저간의 구분이 없어진다. 디지털 스토리 작가는 

유저를 초대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시도 한다. 이런 경험들이 본래 이야기

에 첨가 되어서 또 다른 독특한 이야기로 변형된다. 본질적으로 스토리텔링은 

모두가 이야기 구성 과정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창작자와 유저의 상

호교환이 가능한 매체적 특성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셋째, 공동체를 형성(community-building)하는 힘이 있다. 워렌 헤그(Warren 

hegg)는 스토리텔링 운동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힘과 스토리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53) 스토리텔링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웹 사이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52)월간디지털콘텐츠편집부,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이해,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2006.p10
53)http://www.nextexit.com/dap/conv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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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를 제공받고 기억시킴으로서, 동조자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의 목

적에 의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의 

네티즌 문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반복의 용이성, 이야기 환경의 신뢰성, 실시간에 

가까운 현장성, 피드백의 요구와 용이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이라

는 매체가 지니는 특성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비교적 적게 반복이 

가능하다. 기존의 매체를 통해서는 반복과 재생에 대한 제약이 시간과 공간적

인 문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디지털 스토리는 친숙한 유저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같은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를 읽고, 듣고,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스토리는 믿

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야기된다. 광고 사이트 제작자 들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취미가 맞고 믿을만한 환경을 조성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기

획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공유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이나 적어도 실시간에 가깝게 이야기되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웹상의 

공간에서 정보 전달 뿐 아니라 디자이너에 의해 하나의 콘텐츠처럼 스토리에 

흘러가는 구성으로 디자인된 광고 사이트를 보고 볼거리를 제공받으며 즐길 

수 있는 감각도 제공한다.54)

효과적인 디지털 스토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한다.

① 콘텐츠(Contents), 즉 좋은 이야기(story)가 있어야 한다.

② 이야기의 핵심과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한다.

③ 이야기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사용자의 사용성을 높여 주며, 사용자에게 가  

   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미디어와 기술을 선택한다.

④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이야기 전체의 시각적, 청각적 효과들을 만들어 준다.

⑤ 사용자가 스토리텔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성적이고 지적인 유대감을 느  

   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55)

54)권영운,앞의책 p394~395
55)정혜승,인터넷환경에서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관한연구,동덕여대 디자인연구소 디자인 포럼,2002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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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광고에 쓰이는 스토리텔링의 기대효과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이나 사실성을 객관적으로 보도 또는 전

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스토리텔링은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이

야기를 들려주는 것’혹은 구전(口傳)을 뜻한다. 때문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수치적이고 비과학적으

로 들리는 스토리텔링이 마케팅에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성이 지배하는 좌뇌가 작동하지만 최종 의사 결

정을 할 때에는 감성을 지배하는 우뇌가 작동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미

래학자 롤프 엔센은 정보화 시대가 지나면 소비자에게 꿈과 감성을 제공하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감성 마케팅의 대두는 상품에 감성을 부여해 소비자에

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의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스토리

텔링+마케팅=감성마케팅’, 즉 소비자의 마음 점유율을 높이는 수단이다.56) 

웹상에서 공간은 가상일지라도 사람은 실재이다. 가상공간이라도 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허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 가상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우리이다. 따라서 가상공간은 하나의 마케팅 경로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마케팅 경로에 비해 가상공간에서는 마케팅 효과 

측정이 더욱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또한 마케팅 효과 측정이 더욱 과학

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또한 마케팅 성과에 대한 효율성도 높다.57)

광고는 매스미디어의 자립성을 도와주고 지배하기도 하며, 시장을 만들고 수요

를 창출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이미 광고는 유통과 생산이라는 문제를 

떠나 이제는 문화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되기 어려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일정한 사물의 유용성에 

대한 문화적 코드를 순식간에 생산해 낼 수도, 바꿀 수도 있다. 이 같은 작용

력을 가지게 된 것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광고의 기능과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고, 해석이 다양하다고 할

지라도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이야기 하기’라는 기능과 그것이 

56)김진,기업경영의 스토리텔링영향,전북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논문 2007,p10
57)김용섭,전은경,시장권력의중심 소비자가 진화한다,김영사,2008,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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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커뮤니케이션 구조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

는다. 정보에 대한 ‘이야기 하기’란 광고 메시지의 제작에 관한 것이다. 따

라서 광고의 기본적인 기능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 노동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를 

추구하여 오늘날의 정보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미디어는 커뮤니

케이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기존의 매체에

서는 볼 수 없었던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반영한 광고 메시지 제작은 광고 커

뮤니케이션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58)

스토리텔링은 현실에 적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사회학적인 연구의 대상을 제공

할 것이며 감수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제

공할 것이다. 또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참여의 기회를 주고 종교

적인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가혹함과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제

기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스토리를 던져줄 것이

다.59)

제2절 스토리텔링을 응용한 광고 사이트 유형별 사례분석
1. 광고 웹사이트의 스토리텔링 유형별 사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게 하였다. 기업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웹 사이트를 보유한 기업의 홈페이지에 접

속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크기로 시장을 확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60) 다른 제품과 같이 웹 사이트를 마케팅

하고 홍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 가지 특성에 달려있다. 바로 웹 사이트가 소

비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느냐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이나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할 때 소비자들은 한 번은 접속을 하지만 다시는 접속을 시도

58)권영운,앞의책 p396
59)월간디지털콘텐츠편집부,디지털스토리텔링의 이해,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2006p13
60)이문규,안광호,김상용,인터넷마케팅 ,법문사,2004,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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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것이다.61) 이 때문에 소비자의 눈에 또는 유저의 재 방문을 유도를 

위한 또 하나의 시도이자 새로운 마케팅 기법인 스토리텔링을 응용한 광고 사

이트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용자가 웹 아트의 스토리 텔링에 의한 상호작

용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습득하며, 그러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 감성. 인지 .

행동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스토리에 관여도, 체험방식. 참여지수를 분석할 수 

있다. ‘권윤영’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웹 아트의 경험 및 

조형 디자인 유형 분석」에서,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웹 아트에서 인터랙티브 

스토리 텔링 유형을 스토리 진행형, 의미 전달형, 사용자 설정형, 마우스 이벤

트형, 커뮤니티형, 미디어 체험형등 6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다.62)

웹 아트와 마찬가지로 영화홍보사이트에서도 역시 사용자들은 시각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디자인요소와 인터랙션 요소들에 의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스

토리텔링을 경험하게 된다. 광고하려는 제품의 느낌을 표현하는 이미지 컷이나 

강렬한 그래픽이나 사진 자료 등으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광고 홍보사

이트의 스토리에 새롭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에 의한 자료를 참고 하여 광고 홍

보사례를 감성자극형, 참여유도형, 멀티미디어형, 정보전달형의 4가지 유형으로 

각 사이트의 스토리 전개 시 사용자의 경험을 분류하여 성격과 특성을 정리하

고자 한다.

가 . 감성자극형 스토리텔링
구술 문화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보 교환에서 얼

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필수적 이었다. 여기에는 단순히 정보만 오가는 것 

이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당사자들끼리의 감정까지도 오고간다. 감성적 스토리

텔링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멀티미디어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매체

의 특성상 놀이성과 감성적 측면이 늘어나 이야기성, 현장성, 상호작용성이 강

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동영상 이

다. 웹 사이트에 살아 움직이는 영상을 도입하여 그 영상 속에서 주는 스토리

61)제프캐논,이것이 돈되는 웹사이트다,영진비즈닷컴,.2000,p241
62)권윤영,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웹아트의 경험 및 조형 디자인 유형,인하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2004,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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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이트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광고하려는 상품에 접목 시

킨다. 감성적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마치 내가 스토리의 흐름에 동화되어 그 안

에 빠져들어 같은 생각과 감성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

게 상품을 내세우지 않고도 브랜드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성을 인지하게 된다. 

다른 어떤 마케팅 기법보다 유저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이다.

[ [ [ [ 감감감성성성자자자극극극 스스스토토토리리리텔텔텔링링링 사사사례례례 : : : : XXXX노노노트트트 노노노트트트북북북 광광광고고고 사사사이이이트트트 ]]]]

자칫 차갑고 무거운 전자기기를 여름날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감성적 스토리 

텔링의 기법을 도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한편의 영화를 보는듯한 흐름으로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광고 사이트이다. 

사이트 URL : http://www.lge.co.kr/event/xnote/200807/08_noteyourlife/index.jsp

[그림 3-1] 엑스노트의 웹사이트 메인화면

▶ 스토리 테마 : 세 모델이 여름을 계절적 배경으로 에피소드형식의 순차적인 

진행 스토리가 전개된다. 사용자는 스토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 있

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젊은 남녀의 세인물이 그리는 영상을 통해 고가의 상

품인 노트북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즐기면서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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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스토리전개의 흐름도 화면

▶ 스토리 전개 : 비온 뒤 일요일 아침 →여름이 시작 되는 날 → 매미가 시끄

러운 날→ 여름바람 부는 날 →여름밤 여름날→가을이 시작되는 날

동영상으로 제작된 각각의 에피소드의 흐름을 보편적으로 쓰이는 화면의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의 틀을 깨고 한눈에 보기 쉽게 따로 화살표로 사진의 순서

를 가리키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대신했다. 

상상상징징징메메메타타타포포포 레레레이이이아아아웃웃웃구구구조조조 형형형용용용사사사적적적 느느느낌낌낌 사사사용용용 대대대상상상

사진과 계절적 배경 하단내비게이션,
고정영역활용 젋음,설레임 20~30대 남여대상

[표 3-1] 엑스노트 웹사이트 세부분석

▶ 메타포를 통한 의도 : 폴라로이드 사진 이미지를 여름에서 가을로 흘러가는 

시간적 흐름을 대입시켜 여름 하늘의 배경에 뿌려 놓았다. 각각의 사진에 소 

타이틀을 담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열거 하여 스토리 감상을 위한 순차적 전

개를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사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경험적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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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엑스노트 웹사이트 스토리전개의 화면

광고하고자 하는 노트북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습과 노트북을 매개체로 

같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총 7편의 에피소드

에 담겨진 스토리는 각기 다른 세 직업 가진 남녀, 잔잔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

게 된다. TV광고에서의 15초의 짧은 시간동안 전달하지 못했던 광고의 연장선

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각 3명의 모델이 3가지 노트북을 소개 하는 부분에서, 제품 설명 부분 역시 

에피소드 소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진하나하나에 제품설명의 내용의 타이틀

을 담아 소개하는 전체적인 내비게이션 방식의 통일감을 주었다. 하지만 디테

일한 상세설명보다 간단한 기능소개 이다. 이는 감성자극유형 스토리텔링의 특

성상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같은 심리상태를 공유하고픈 목적에 의해 상

품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본 사이트에 무거워 질만한 요소의 내용을 기재하

지 않은 것이다. 본 유형은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메이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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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참여유도형 스토리텔링
참여유도형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참여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생성해 나가며 전개해나가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스스로 마우스나 키

보드를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것을 이벤트 참여나, 게임등의 

형식으로 구성된 흐름에 직접 체험을 해가면서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토리

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재미를 더해준다.

[[[[참참참여여여유유유도도도형형형 스스스토토토리리리텔텔텔링링링 사사사례례례 : : : : 빙빙빙그그그레레레 메메메타타타콘콘콘 광광광고고고 사사사이이이트트트 ]]]]

사이트 URL : http://www.metacone.co.kr/

[그림 3-4] 메타콘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 스토리 테마 : 참여유도형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사이트로 이벤트와 게임

이 주(主)가 되어 아이스크림도 먹고 게임도 하고이벤트도 즐기는 즐거운 시간

을 즐기자는 스토리다. 재미있는 소비자의 경험을 위한 갖가지 재미있는 요소

로 구성된다.

▶ 스토리 전개 : 메타콘의 스토리 감상 → 메타콘 CF 만들기 → 온라인CF 게

임 즐기기 → 메타워즈(랭킹등록하기) 

▶ 메타포를 통한 의도 : 전체적인 파란 하늘의 배경과 일러스트로 아기자기한 

아이스크림 기계를 통해 아이스크림의 달콤하고 맛있는 이미지를 재미있게 표

현하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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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상징징징메메메타타타포포포 레레레이이이아아아웃웃웃구구구조조조 형형형용용용사사사적적적 느느느낌낌낌 사사사용용용 대대대상상상

일러스트
아이스크림기계

슬라이딩내비게이션의
ExperimentalShape

재미있다.경쾌하다
발랄하다. 10~20대 남,녀

[표 3-2] 메타콘 웹사이트 세부분석

[그림 3-5] 메타콘 웹사이트 게임페이지

메타콘 광고 사이트를 방문할 때의 인트로(intro)화면이다.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임으로 흥미를 유발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 이지만, 

아이스크림의 주요 구매 대상인 청소년을 타깃으로 귀여운 일러스트와 배경을 

사용하였다.

사이트의 메뉴 구성은 메타콘 스토리의 간단한 소개를 제외 하고 모두 참여를 

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로 구성 되어 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

의 상세설명이 없이도 소비자들은 먹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

별한 상세 정보가 불필요한 제품이다. 제품의 특징은 저렴한 가격에 언제 어디

서나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무수히 많은 아이스크

림과 경쟁해야 하는 소비 시장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에게 어필 하

지 않으면 판매 매출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제 장 웹광고에 활용되는 스토리텔링의 유형분석

[그림 3-6] 메타콘 웹사이트 이벤트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귀여운 느낌의 사탕이미지와 타이포로 메뉴의 타이틀을 장식하

며 내비게이션을 장식하였다. 내가 만드는 메타콘 CF와 인터넷 CF로 게임 즐

기기 그리고 소비자의 사이트를 방문한 원초적인 목적인 경품으로 이벤트와 

게임 참여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 광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능

동적인 경험을 이끌어 낸다. 참여유도형 스토텔링을 응용한 사이트는 이벤트와 

게임을 통해 경품을 탈 수 있고, 게임을 통한 본인의 랭킹을 등록하여 다른 참

여자의 경험부분을 확인하면서, 의견도 작성하고 공유함으로서, 커뮤니티적인 

부분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소비자의 재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다 . 멀티미디어형 스토리텔링
멀티미디어형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를 통한 체험을 중심으로 하

는 전개 방식으로, 영상과 사운드 등 동영상으로 제작된 광고의 멀티미디어 요

소를 이용하여 구성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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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형형형 스스스토토토리리리텔텔텔링링링 사사사례례례 : : : : 싸싸싸이이이언언언 알알알리리리바바바이이이폰폰폰 광광광고고고 사사사이이이트트트 ]]]]

사이트 URL : http://www.cyon.co.kr/cyon_sh400/index.jsp

[그림 3-7] 싸이언 알리바이폰 웹사이트 메인화면

▶ 스토리 테마 : ‘누구나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타이틀로 주

변 배경소음을 줄여주는 알리바이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의도를 전달하려는 목적이다.

상상상징징징메메메타타타포포포 레레레이이이아아아웃웃웃구구구조조조 형형형용용용사사사적적적 느느느낌낌낌 사사사용용용 대대대상상상

제품 이미지컷.
멀티미디어영상

하단 내비게이션,
고정영역활용

활동적,경쾌함
비밀스러움 20~30대 남,녀

[표 3-3] 알리바이폰 웹사이트 세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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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알리바이폰 스토리전개 화면

▶ 스토리 전개 : 어디에서나 → 클럽에서 → 술집

▶ 메타포를 통한 의도 : 제품에 대한 메타포를 멀티미디어 영상을 통해 전달

하기위해 화면 가운데 배치하였다. 따로 불필요한 이미지 사용을 지향하고 제

품의 이미지 컷을 모든 페이지의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직접적인 전달을 유도했다.

어디에서나, 클럽에서, 술집에서라는 3가지 에피소드 순차적으로 흐른다. 누구

나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타이틀로 동영상 재생영역에 마우스 

오버(over)시에 음소거 표시로 변환되면서 사운드 볼륨까지 낮춰지게 되면서 

실제로 효과를 체험하듯 구성되어 있다. 각 에피소드의 전환 시에 핸드폰이 내

비게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며 안내하듯이 ‘알리바이폰이 T-map으로 클럽까지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장면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스

토리 구성을 어디에서나, 클럽에서, 술집에서라는 3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 된

다. 각각의 스토리가 순차적으로 흐르면서 제품의 특색을 동영상으로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제품의 특징을 설명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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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정보전달형 스토리텔링
정보전달형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정보전달에 초점을 둔 방식이다. 이 유형

의 사이트의 특징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상세 스펙의 정보전달이다. 이러한 특

성으로 가독성과 주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적으

로 정돈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 때문에 강한 비주얼 

이펙트나 이미 컷을 적절히 사용해 화면의 정돈된 느낌을 전달하여 사용자의 

내비게이션 흐름을 도와야 한다. 사용자의 사용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해야할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를 위해 메뉴의 구성과 화면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야하며, 사용하기 쉽게 제작 되어야한다.

[[[[정정정보보보전전전달달달형형형 스스스토토토리리리텔텔텔링링링 사사사례례례 : : : : 에에에띄띄띄드드드하하하우우우스스스 마마마스스스카카카라라라 광광광고고고 사사사이이이트트트 ]]]]

사이트 URL : http://www.etude.co.kr/tail/index.jsp

[그림 3-9] 에띄드하우스 웹사이트 메인화면

▶ 스토리 테마 : eye makeup을 위한 마스카라 광고 사이트 이다. 반달눈 꼬리

와 여우눈꼬리 두 가지 테마를 제품의 특징과 연결시켜 스토리를 전개한다.

상상상징징징메메메타타타포포포 레레레이이이아아아웃웃웃구구구조조조 형형형용용용사사사적적적 느느느낌낌낌 사사사용용용 대대대상상상

일러스트배경,
모델과 제품이미지컷

UnipueShape
고정영역 활용

밝고 사랑스러움,
명랑함 10~20대 여성

[표 3-4] 에띄드하우스 웹사이트 세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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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전개 : 반달눈꼬리 eyemakeup ⇔ 여우눈꼬리eyemakeup 

▶▶ 메타포를 통한 의도 : 일러스트의 사랑스러운 배경을 통해 밝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예쁜 여성 모델과 제품 이미지를 화면의 중앙에 양쪽에 

각각 배치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그림 3-10] 에띄드하우스 웹사이트 상세페이지

각각의 테마 속에 제품으로 이미지와 타이포, 동영상을 이용하여 face makeup

의 방법을 소개하고 관련 제품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정보전달의 목적에 충실

한 광고 사이트 이다. 아름다움을 강조해야 하는 화장품 광고이기 때문에 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쁜 배경과 모델을 여성을 통해 브랜드 이미

지 메이킹과 제품의 인지도를 상승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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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웹사이트의 스토리텔링 유형별 사례분석

가 . 분석방법

먼저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대상 사이트를 선정하는 작얼 실시 

했다.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신제품 광고 사이트

② 2008년 현재 웹에서 홍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사이트

③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 사이트

위의 조건을 만족한 30개의 제품광고 홍보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0개의 제품광고 홍보사이트는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광고를 상품의 정

보표현방식을 어떠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는가에 따라, 앞장에서 언급

한 감성자극형, 참여유도형, 정보전달형, 멀티미디어형 의 4가지를 기준으로 분

류. 정리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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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품품품군군군 제제제품품품명명명 사사사이이이트트트 주주주소소소

화화화장장장품품품

라끄베르 타임리페어 http://www.lacvert.co.kr/repair/index.html

헤라 http://www.hera.co.kr/event/20080704/hera_aura.html

클린앤클리어 http://www.cleanandclear.co.kr/html/event/20080425/event

_index.asp

후 공진향 http://www.whoo.co.kr/micro/main.jsp

음음음식식식

하루야채 (음료) http://www.haruyachae.co.kr/

삽림호빵 http://www.samlipgf.co.kr/event/

처음처럼 (소주) http://www.soju.co.kr/main.asp

빙그레 생큐 (음료) http://www.thankq.co.kr/

블랙빈테라피 (음료) http://www.blackbeanfm.com/

도미노게살프랑쉐피자 http://crab.thinpizza.co.kr/

건면 (라면) http://www.gunmyun.com/

전전전자자자기기기기기기

싸이언 뷰티폰 http://www.cyon.co.kr/lgcyon/micro_site/viewty_phone/

모토로라 z6m http://z6m.mymotorola.co.kr/main.htm

싸이언 비키니 http://www.cyon.co.kr/event/bikini/main.jsp

시크릿폰 http://www.cyon.co.kr/event/secret/index.html

캔유801폰 http://www.canu801ex.co.kr/

애니콜스타일폰 http://www.anycall.com/event/style_w570/event_main.jsp

애니콜 햅틱2 http://www.anycall.com/event/haptic2/event_main.jsp

애니콜 울트라메시징폰 http://www.anycall.com/event/m480/event_main.jsp?pt=col

or

센스 노트북 http://www.zaigen.co.kr/contest/index.asp

인텔센트리노2노트북 http://www.intel.com/kr/centrino2/

니콘 D700 http://d700.nikon-image.co.kr/

전사사전 유딕 http://u-d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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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유형분석을 위해 선정된 광고 웹사이트

휘센 에어콘 http://www.lge.co.kr/event/whisen/200801/25_cool/index.js

p

LG싸이킹 청소기 http://www.lge.co.kr/event/cyking/200809/01_event/index.j

sp

아이스테이션
u43내비게이션 http://u43.i-station.co.kr/

지니sfT4내비게이션 http://t4.gini.co.kr/T4/

자자자동동동차차차

로체 http://lotzeinnovation.kia.co.kr/index.asp

젠트라 http://www.gmdaewoo.co.kr/gmmcc/gmmcc.jsp?carID=ge

ntraX

포르테 http://forte.k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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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분석결과

제제제품품품군군군 제제제품품품명명명 유유유형형형 스스스토토토리리리전전전개개개 방방방식식식

화화화장장장품품품

라끄베르
타임리페어

참여유도형 화장품의 기능에 대한 정보전달이 주
목적이며,아름다움을 중요시 하는 여성
을 타깃으로 여성모델을 메타포로 이용
한 메뉴의 순차적 진행정보전달형

헤라 참여유도형 모델을 이용한 이벤트 참여유도

클린앤클리어 참여유도형 화장품을 바르는 단게별 순서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을 전달한다.정보전달형

후 공진향

감성자극형 왕후의 화장품이라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본광고 사이트에서는 비련의 왕후
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여자의 아름다워
지고싶은 욕망을 영화처럼 감상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아름다 워지고 싶은 심리
를 자극한다.

멀티미디어형

음음음식식식

하루야채 (음료)
참여유도형 생활계획표의 이미지를 메타포로 활용

하여 하루의 일과가 계획대로 짜여진
형태를 나타냄.하루야채 퍼즐과 사진을
올리는 이벤트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
함정보전달형

삽립호빵 참여유도형
호빵의 귀여운 합성 캐릭터를 통해 호
빵 CM송을 만들어 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처음처럼 (소주)
참여유도형

TV광고의 영상을 full화면으로 재생되게
하여 마치 티비광고를 보는듯한 느낌을
들게 하면서 여러 에피소드를 전면에
내세워 자연스럽게 광고를 전달한다.
메타포의 주가 되는 것은 멀티미디어
영상이며,각종 이벤트와 작은 미니 게
임으로 즐길거리를 제공하였다.

멀티미디어형

빙그레 생큐
(음료) 참여유도형

게임사이트를 연상 하게하는 메뉴의 구
성과 게임시작 버튼이 으로 첨여를 통
해 즐길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였다.게
임을 즐기며 제품의 특징을 알아가는
스토리로 구성 되어있다.

블랙빈테라피
(음료)

참여유도형 제품의 이름의 테라피(herapy)를
음악,음식,스트레칭에 연결하여
메뉴를 구성.음료를 즐기며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건강을 챙기며 음료를 함
께 즐기라는 스토리.정보전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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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게살
프랑쉐피자

감성자극형
마음을 요리하라는 슬로건으로
피자를 통해 남녀의 첫만남과 사랑을
그려낸 스토리로 구성되어있다.
소비자로 하여금 설레임이 가득한 첫사
랑의 느낌을 경험해보라는 의도로 스토
리가 전개 된다.

참여유도형

건면 (라면)
참여유도형

건면 어드벤쳐라는 테마로 캐릭터가 모
험을 떠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이야기가 전개된다.모험의 과정중 게임
을 첨가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스
토리의 연결을 진행하며 소비자 체험을
유도한다.멀티미디어형

전전전자자자기기기기기기

싸이언 뷰티폰 멀티미디어형
육하원칙의 who, what, when, how,
where,why의 메뉴구성으로 음향 효과
와 함께 영상을 통해 핸드폰의 기능을
전달하는 구성.

싸이언 비키니
참여유도형 수영복의 비키니를 연상케 하는 핸드폰

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된 게임형식의 기능을 통
해 즐기며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다.정보전달형

싸이언 시크릿폰
감성자극형 오드리햅번을 메타포로 제품의 이미지

를 표현하였다.각메뉴의 구성은 동영상
으로 제작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
TV광고영상을 그대로 옮겨논 듯한 비주
얼로 감상을 통한 정보 습득을 유도한
다.

멀티미디어형

애니콜 스타일폰
감성자극형 유명한 모델과 핸드폰의이미지를 동 일

화 시켜,멋진 스타일의 핸드폰 으로 내
스타일도 변화시키고자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3가지 스토리로 메뉴
가 구성됨멀티미디어형

애니콜 햅틱2

멀티미디어형
여성모델의 영상을 통해화면의 중앙에
흐르는 듯한 모션으로 떠다니는 메뉴를
클릭하면 창 전체가 떨리는 인터랙티브
한 이펙트로 메뉴의 선택을 유도하며
재미 더한다.여성모델의 안내로 마치 마
임을 하는듯한 제스처로 스토리가 진행
된다.

정보전달형

애니콜
울트라메시징폰 참여유도형

키보드의처럼 편한 입력방식의 키패드
로 사용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순차적인
흐름을따라 게임을 진행하며 게임을 즐
긴 후 성공시에 제품의 정보를 안내해
주는 스토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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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유801폰
감성자극형

파파라치(paparazzi)스토리를 슬로건으
로 핸드폰의 컬러에 따라서 whitestory,
blackstory,redstory로 컬러에 연상되
는 이미지로 의상이 나 주변 환경에 따
라 선택하여 자신 의 이미지를 변화 시
킬 수 있다는 스토리로 구성.참여유도형

모토로라 z6m 참여유도형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오렌지 컬러를 포
인트로 제품의 특징을 패턴,컬러,음악의
메뉴로 사용자가 만들어 내는 창작물을
통해 경험을 유도하여 체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의도이다.

센스 노트북

참여유도형
노트북의 외장스킨컬러를 입히자는 콘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참여하여 자
연스럽게 제품에 흥미를 유발하고 컨테
스트의 당선을 위한 경험을 이끄는 동
기를 부여한다.각각 직업이 다른 세 명
의 모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
개성을 노트북의 컬러로 이야기 한다는
설정이다.

멀티미디어형

인텔센트리노2
노트북

참여유도형
노트북의 기술력을 어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멀티미디어 영상을 통해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체험한 영상을
제공하면서 동종업계의 타사 제품에서
의 화려한 이벤트 형식의 광고를 지향
하고 기술력에 관심을 유도한다.멀티미디어형

니콘 D700 참여유도

카메라의 기능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을 위해 조작법을 레벨별로 나누어진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레벨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조작법
을 동영상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사사전 유딕 정보전달형

즐거움과 지식창고의 두 가지 주제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즐거움은 흰색 제품
의 이미지와 주황색컬러를 사용하여 재
미를 주는 기능을 담았고 블랙제품에
블루 계열의 배경컬러를 사용하여 전
자사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세히 설명
하였다.

휘센 에어콘 감성자극형

에어콘의 본질적인 시원한 기능은 누구
나 알고 있다.이것을 'Lifeiscool'카피
와 함께 남녀 모델을 통해 인생을 시원
하게 즐긴다는 스토리로 전개된다.소비
자로 하여금 자신도 모델처럼 시원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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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유형분석 결과와 스토리구성

LG싸이킹 청소기
참여유도형 사용대상인 주부를 대상으로 이벤트성

광고 형식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며 쉽고 간단한 게임으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한다.멀티미디어형

u43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형 하단에 메뉴를 제품의 기능을 문장으로

풀어서 편지나 메모를 읽는 느낌으로
영상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는
구성.정보전달형

지니sfT4
내비게이션

참여유도형 메뉴를 클릭시 화면이 이동하는 모션을
주어 실제 신문의 광고를 보는 듯한 디
자인으로 사용자에게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간다.정보전달형

자자자동동동차차차

로체

멀티미디어형
힘이 세고 강한고 멋진 스타일의 이미
지의 유명한 모델로 자동차의 강한 힘
과 멋진 스타일을 동질화 시켜서 메타
포를 구성 하였고.자동차의 세부스펙을
메인화면에 폴라로이드 사진의 이미지
로 나열하여 소비자의 편리한 인터페이
스를 돕는다.

정보전달형

젠트라

멀티미디어형

젊은 남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여
자모델에는 이벤트와 갤러리스토리를
담고 남자 모델에는 자유로움을 추구하
는 스토리를 엮어 자동차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자동차의 특성상 많은양 정보를 전달해
야하기 때문에 자칫 무게감이 실릴수
있으나 메인화면에 자동차의 스펙을 5
가지 타이틀로 열거 하여 인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돕는다.

정보전달형

포르테
멀티미디어형 자동차의 기어의 실사 이미지를 메타포

로 활용하여 실제 자동차의 기어를 조
작하는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정보전
달이 가장 큰 목적인 구조이다.정보전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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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스토텔링의 유형 분포

제제제품품품군군군 제제제품품품명명명 감감감성성성자자자극극극형형형 참참참여여여유유유도도도형형형 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형형형 정정정보보보전전전달달달형형형

화화화장장장품품품

라끄베르 타임리페어 ● ●
헤라 남성화장품 ●
클린앤클리어 ● ●
후 공진향 ● ●

음음음식식식

하루야채 (음료) ● ●
삼립호빵 ●
처음처럼 (소주) ● ●
빙그레 생큐 (음료) ●
블랙빈테라피 (음료) ● ●
도미노게살프랑쉐피자 ● ●
건면 (라면) ● ●

전전전자자자기기기기기기

싸이언 뷰티폰 ●
싸이언 비키니 ● ●
싸이언 시크릿폰 ● ●
애니콜스타일폰 ● ●
애니콜 햅틱2 ● ●
애니콜 울트라메시징폰 ●
캔유801폰 ● ●
모토로라 z6m ●
센스 노트북 ● ●
인텔센트리노2노트북 ● ●
니콘 D700 ●
전사사전 유딕 ●
휘센 에어콘 ●
LG싸이킹 청소기 ● ●
u43내비게이션 ● ●
지니sfT4내비게이션 ● ●

자자자동동동차차차
로체 ● ●
젠트라 ● ●
포르테 ● ●

계 6 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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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류의 조사의 기준은 사이트의 정보전달 유형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성을 위주로 표현한 기법으로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유형을 보면 감성자극형이 6개의 광고 사이트에 사용되었으며, 참여

유도형이 24개, 멀티미디어형이 11개, 정보전달형이 10개로 광고 사이트에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광고 사이트에 중에서 21개(70%) 의 사이트가 동시

에 2개 이상의 유형을 사용하였다. 특히 참여유도와 정보전달형이 복합적으로 

9개의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참며유도와 멀티미디어의 동시사용은 

7개, 감성자극과 참여유도형 동시사용이 3개, 감석자극형과 멀티미디어 동시사

용 2개로 조사 되었다.

각 각의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개로 가장 많이 사용된 참여유도형 스토리텔링은 게임이나 이벤트를 중심적

으로 제작된다. 이 유형으로 제작된 제품은 주로 저가의 우리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가공식품과 핸드폰 광고사이트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게임을 통해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로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정보

를 인지하게 된다.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체험을 통해 소비자의 성취감과 구매

의 욕구를 함께 상승시킨다. 그 다음으로 11개의 사이트에서 사용한 멀티미디

어 스토리텔링 유형은 멀티미디어 요소가 주(主)가 되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

다. 문자나 이미지로서 표현할 때 보다, 사운드와 등장인물의 움직임을 통한 

영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의 전달이 훨씬 더 깊게 작용하며, 직접적이고 수월

하다. 다음으로 10개로 조사된 정보전달형 스토리텔링을 통해 광고하려는 제품

의 특징이, 다소 많은 양의 상세 정보와 조작법을 숙지해야하는 전자기기나 자

동차 광고 등에서 활용 되었다. 정보전달 만을 위해서는 가독성과 주목성이 높

아야 하는데 정보의 양으로 인해 자칫 지루하고 무거워 질수 있는 분위기를 

주목성을 높여 주기위한 참여유도형을 동시에 사용하여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6개로 조사된 감성자극형은 소비

자의 감성을 일깨우며, 심리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흥미를 끌게 한다. 

한편의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의 심정을 알 것 같은 공감

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제품 광고라는 목적을 지닌 광고 사이트에서 스토리전개는 전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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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사용자들이 흥미를 

끌며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동참시키기 위한 멀티미디어적인 장치를 활용하기

도 하고, 이벤트적인 요소, 게임적인 요소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여 부

수적으로 2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며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제품별 광고 사이트를 보면 제품의 특성상 정보전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 인가에 크게 중점을 둔다. 결

과적으로 두 목적의 의도는 제품의 소비자의 온․오프라인에서의 구매율 상승에 

있지만.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 것 인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동적인 이

미지 메이킹을 통해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달려있다. 소비자가 이러

한 경험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 때문에 광고를 

표현하는 기법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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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기기 광고 웹사이트 디자인 분석
제1절 조사목적 및 방법

1. 조사목적 및 대상선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웹 광고 사이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응용된 광고 사이트의 디

자인적 요소를 분석하여 본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디자인 지침을 제안하도록 한다.

스토리가 있는 독특한 구성에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그리고 상

호대화형 요소를 지원하는 점에서 다른 광고매체의 표현의 기법과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각 디자인 내지는 인터렉티브 디자인 요소가 주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웹 사이트의 방문 유도와 웹 사이트에서의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효과와 더불

어 온 ․ 오프라인에서의 제품 구매율의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을 시각디자인 요

소를 중심으로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앞서 소비자의 경험요소와 이용형태에 따른 인터넷 광고 선호도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약 3주간 전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한 온라인 설문과 함께 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 설문지 작성으

로 실시된 설문에 참여한 설문자는 온라인 100명 면접조사 100명으로 총 200명 

이었다. 이 중 설문을 통해 남․여와 연령의 구분 없이 인터넷 사용의 숙련정도

와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초심자8명, 일반사용자 75명, 숙련자118명을 선정하였

다. 초심자의 경우 유효 데이터의 양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본 설문의 결과에

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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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선정의 결과

3장에서 조사했던 광고리스트를 중심으로 제품별로 일반사용자와 숙련자 총

198명에 관한 인터넷 광고 선호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반사용자와 숙련자는

하루에 인터넷 사용의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사용 하는 대상을 숙련자, 

그 이하의 시간을 할애하는 대상을 일반 사용자로 분류하였다. 중․고등학생, 대

학생, 대학원생, 회사원, 연구원으로 남․여 대상을 포함한 198명을 통해 조사 되

었다.

[표 4-1]광고제품별 선호도 [표 4-2]구매경험의 유무

조사에 따른 결과, 관심 있게 보는 인터넷 광고가 전자기기(가전제품 및 핸드

폰, 컴퓨터 등 포함)이 51%(102명), 의류 및 화장품이 24%(48명), 그리고 가공

되어진 음식제품이 16%(33명)이고 기타 자동차, 가구가 7%(15명)로 낮은 결과

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으로 ‘인터넷 광고를 본 후 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에 따라 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한 응답이  28%(57명), ‘구매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자가  47%(94명), ‘없다‘ 라고 응답

한 설문자는 25%(47명)로 가장 낮았다. 

전자기기전자기기전자기기전자기기

의의의류류류 및및및
화화화장장장품품품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

51%51%51%51%

24%24%24%24%

16%16%16%16%

7%7%7%7%

구매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구매경험이 있다.
구매경험이 없다.

47%47%47%47%

28%28%28%28% 25%2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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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사이트에서 의견을 게시판에 남긴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약 46%

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하였다. 남긴 목적은 이벤트 참여를 위한 댓글 작성

과 상품에 대한 후기나 문의사항 등을 남긴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응답자

중  인터넷 광고에서 얻는 정보의 신뢰도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7%정도 신

뢰한다는 평균적인 경향을 드러내 광고 사이트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4-3] 시각적 대상의 인지도 결과

사이트 방문시 첫 번째로 인지되는 시각적 대상의 설문결과 약 38%가 모델이

나 이미지컷에 첫 번째 시선이 이동하며, 두 번째로 29%의 응답자가 화려한 

비주얼 이펙트를 인지하였고, 26%의 응답자가 동영상과 플래시등의 멀티미디

어 요소에 시선이 간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사용자의 광고 

사이트에 대하여 본질적인 정보획득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이를 시각

적인 부분을 통해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용자와 인터넷 광

고 웹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의 시각적 동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광고 홍보사이트는 2008년 현재 서비

스되고 있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3장에서 분석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응용한 전

자기기에 관련한 사이트에 한정 하도록 한다.

모델,이미지컷

비주얼이펙트

동영상 &플래시

타이포그래피

사이트의 컬러

38%38%38%38%

29%29%29%29%

26%26%26%26%

5%5%5%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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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과 기준
가 . 조사대상
스토리텔링 기법을 응용한 8개의 전자기기 광고 웹사이트이다.

① 애니콜 스타일폰    (http://www.anycall.com/event/style_w570/event_main.jsp)

② 모토로라 z6m폰     (http://z6m.mymotorola.co.kr/main.htm )

③ 싸이언 뷰티폰      (http://www.cyon.co.kr/lgcyon/micro_site/viewty_phone )

④ 싸이언 시크릿폰    (http://www.cyon.co.kr/event/secret/index.html)

⑤ 삼성 센스 노트북   (http://www.zaigen.co.kr/contest/index.asp)

⑥ LG싸이킹 청소기    (http://www.lge.co.kr/event/cyking/200809/01_event/index.jsp)

⑦ 휘센 에어콘        (http://www.lge.co.kr/event/whisen/200803/12_cool/index.jsp)

⑧ 지니내비게이션     (http://t4.gini.co.kr/T4/)

나. 조사기준

분석에 중점을 둔 시각디자인 요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디디디자자자인인인 요요요소소소 기기기준준준
레아이아웃 레아이아웃과 화면구성
컬러 메인컬러 ,배경컬러,포인트컬러

타이포그래피 타이틀 서체와 보조서체
동적효과 플래시나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통한 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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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자기기 웹 광고사이트 디자인 분석
1. 스토리텔링을 응용한 전자기기 광고 웹사이트 디자인 분석
가 . 애니콜 스타일폰 (http://www.anycall.com/event/style_w570/event_main.jsp )

스토리텔링 유형 : 감성자극형, 멀티미디어형

[그림 4-1] 애니콜 스타일폰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스타일 보고서라는 잡지형식을 본떠 디자인 되었다. 스타일을 입었다. 매너는 

기본이다. 능력까지 갖췄다.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특성을 각 

테마의 스토리를 통해 전달하는 형식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금

메달리스트인 이용대 선수를 모델로 발탁하여 제품을 모델에게 의인화 시켜, 

스타일 좋고, 핸드폰의 디자인이 스타일을 멋지게 꾸며주면서, 다양한 기능이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블랙의 배경을 사용하여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과 플래시 효과의 모션으로 시선을 끌며 사용자의 흥미

를 유발한다.

(1) 레이아웃과 구성

애니콜 스타일폰의 하단에 내비게이션이 배치되어 있는 2단 수평구조이며, 메

인 및 서브에서 동일하게 고정영역을 사용하여 모든 콘텐츠를 보여준다. 하단

의 메뉴 뿐 아니라 중앙의 콘텐츠 영역에서도 플래시로 3가지 메인메뉴가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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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하게 변하면서 동적인 효과로 시선을 끄는 효과와 함께 메뉴를 바로 이동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도 수반된다.

이미지영역

메뉴영역

[그림 4-2] 애니콜 스타일폰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2) 컬러

명도가 낮은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컬러의 배경을 통해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

낌을 표현하면서 타이포의 정돈된 느낌의 일정한 서체와 포인트를 주는 서체

에 컬러링을 통해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였다. 3가지 메뉴의 각기 다른 컬러를 

통해 메뉴가 담고 있는 정보, 또한 다른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상징컬러를 사용하는 그 서브가 유사 색상으로 배색되어 차분하면서 가볍지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과 통일감을 높여주었다. 포인트 컬러역시 동일 색조의 

채도가 높은 컬러로 너무 튀지 않게 무난한 강조를 통해 전체적인 조화도 높

은 컬러의 배색을 하였다.

 [표 4-4] 애니콜 스타일폰 웹사이트의 컬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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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이포그래피
타이포에 비중이 높은 잡지책

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고딕

체로 가독성을 높여주었으며 

단조로움을 덜어 고딕체의 강

약을 통해 재미와 리듬을 심어 

주었다. 캘리그래피로 포인트

를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타이

포를 통해 그래픽적 인상을 심

어 이미지 못지않게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4)동적효과
세 가지 대 메뉴의 내비게이션을 메인의 중앙에 3차원 세계를 연상케 하는 이

미지를 플래시 효과로 분열과 조합의 모션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여 시선을 집

중하게 한다. 각 메뉴를 잡지책처럼 디자인 하여 마치 잡지책을 넘겨 보는듯한 

모션을 주어 생생함을 전달한다. 멀티미디어형 스토리텔링에서 동적효과는 정

보전달에 큰 역할을 한다.

나 . 모토로라 z6m핸드폰 (http://z6m.mymotorola.co.kr/main.htm )

스토리텔링 유형 : 참여유도형

[그림 4-4] 모토로라 z6m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그림 4-3] 애니콜 스타일폰 웹사이트에
사용된 타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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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의 시크(chic)한 바디에 오렌지 빛의 포인트가 매력적인 모토로라 z6m의 

광고 사이트이다. z6m의 광고 사이트는 참여유도형의 스토리텔링이 잘 표현된 

사이트 이다. 제품의 새로운 기능 등의 스펙(spec)이 주가 아니라  인터랙티브

한 요소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일으켜 흥미를 유발시키며, 제품의 인지도와 

경험으로 얻어진 참신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광고 사이트이다. 패턴을 

만들어 띄워서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본인이 

만든 오렌지의 유사색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운받아 핸드폰 배경화면으

로 사용할 수 도 있으며, 내가 만든 음악을 저장하여 스크랩하여 소장할 수 있

는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유도형의 스토리텔링 광고 사이

트는 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는 정보

전달형 사이트에 비교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을 하단의 글로벌 메뉴에 상세 정

보를 따로 볼 수 있게끔 상세하게 제작하여 배려하였다.

(1) 레이아웃과 구성
메인메뉴를 PATTERN , COLOR, MUSIC의 3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스토

리텔링 구조이다. 하지만 따로 실험적인 형태(Experimental Shape)의 레이아웃

으로 메인메뉴의 내비게이션을 따로 디자인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의 접

근이 용이하다. 하지만 각각의 메뉴 안 에서 메인메뉴로의 점프버튼을 양옆에 

작은 아이콘으로 배치하여 주목성이 떨어져 고 연령층의 사용자들에게는 다소 

사용성이 떨어져 다른 메뉴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하단에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배치되어 있다. 

이미지영역
메뉴영역

[그림 4-5] 모토로라 z6m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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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컬러
무겁고 어두운 블랙을 배경컬러에 채도가 높은 주황색을 메인컬러로 사용하여 

더욱더 선명한 느낌으로 다양한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세련된 느낌과 심플하

면서도 독특한 개성을 연출한다. 모토로라 z6m 핸드폰에 쓰인 주황색을 통해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컨셉 이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채도가 높은 주황색은 더

욱더 선명한 느낌을 전달하며, 발랄하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화려함을 강조하

며 사이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칫 단조로운 배색으로 줄 수 있는 

지루함을 메인컬러와의 유사색상으로 안정된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재미

를 더 했다.

[표 4-5] 모토로라 z6m 웹사이트의 컬러 시스템

(3) 타이포그래피

전체적으로 고딕을 사용하여 통

일감을 주어 가독성을 높여 주

었다. 한 종류의 폰트 사용으로 

주목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나, 

주목성이 높은 컬러의 사용으로 

단점을 보완하였다.[그림 4-6] 모토로라 z6m 웹사이트에
사용된 타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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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적효과
각각의 메뉴는 게임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이나믹(dynamic)한 플래시 이펙

트를 감상하며 사용자의 참여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메뉴이동에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마

우스의 활용으로 다이나믹한 이펙트를 연출하였지만, 고 연령층의 사용자에게

는 사용성이 떨어져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는 단점을 고려해야한다.

다 . 싸이언 뷰티폰 (http://www.cyon.co.kr/lgcyon/micro_site/viewty_phone)

스토리텔링 유형 : 멀티미디어형

[그림 4-7] 싸이언 뷰티폰 웹사이트 메인화면

who, what, when, how, where, why 육하원칙의 스토리로 멀티미디어 영상을 

통한 정보전달의 목적을 둔 광고 사이트이다. 각각의 메뉴는 제품의 기능을 누

구에게, 필요한지,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품의 새로운 기능이 언제 사용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싸이언 뷰티폰이 사용자에게 필요한지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품의 특징을 사운드와 영상을 통해 TV광고를 보듯이 

감상하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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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아웃과 구성

싸이언 뷰티폰의 하단에 내비게이션이 배치되어 있는 2단 수평구조이며, 메인 

및 서브에서 동일하게 고정영역을 사용하여 모든 콘텐츠를 보여준다. 하단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품의 정보에 대해 접근한다.

이미지영역

메뉴영역

[그림 4-8] 싸이언 뷰티폰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2) 컬러

하이테크한 사이버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배경을 검정색으로 주조색 으로 사용

하여, 메인콘텐츠의 내용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가독성과 주목성을 

높여주기 위해 검정과 반대되는 흰색으로 메뉴의 색을 선정하였고 포인트 컬

러는 하단의 명도가 낮은 파랑을 사용하여 게이지 바를 배색하였다. 멀티미디

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플하게 정보전달에 집중하도록 배색컬러

의 색상의 사용을 다소 제한하였다.

[표 4-6] 싸이언 뷰티폰 웹사이트의 컬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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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이포그래피

멀티미디어의 특성상 동영상을 통해 사운드와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특성

을 지닌 본 사이트 에서는 타이포의 활용이 낮다. 동영상속의 설명문구는 빠르

게 지나가는 영상 속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윤고딕 서체를 사용하였다.

메뉴에서의 픽셀폰트의 사용으로 사이버느낌의 효과를 더했다.

(4)동적효과

제품의 특징을 who, what, when, now, where, why 메뉴로 구성하여, 메뉴별로 

텍스트와 이미지로 디자인된 평면적인 페이지 구성이 아닌 제작된 영상을 통

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한다. 기계적인 효과음향과 사람의 음성으로 설명을 이

어나가며 모델의 실체감을 주는 표현과 함께 흥미를 유발하며, 광고를 보듯 더 

빠르게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라 . 싸이언 시크릿폰 (http://www.cyon.co.kr/event/secret/index.html )

스토리텔링 유형: 감성자극형, 멀티미디어형

[그림 4-9] 싸이언 시크릿폰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오드리햅번 처럼 영원한 그녀의 스타일을 기억하는 현 시대에, 특별한 블랙라

벨을 컨셉으로, 변치않는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그녀의 스타일을 떠올리며 핸드

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의도를 지닌 광고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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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아웃과 구성

싸이언 뷰티폰의 하단에 내비게이션이 배치되어 있는 2단 수평구조이며, 메인 

및 서브에서 동일하게 고정영역을 사용하여 모든 콘텐츠를 보여준다. 하단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품의 정보에 대해 접근한다.

이미지영역

메뉴영역

[그림 4-10] 싸이언 시크릿폰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2) 컬러

본 제품은 신비스러운 바이올렛과 고급스러운 골드의 두 종류의 컬러를 내세

워 블랙라벨이라는 고급화된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 블랙을 메인컬러와 배경

컬러로 사용하였다. 블랙은 낮은 명도로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전달하지만, 보

이지 않는 베일에 가린 듯한 신비한 느낌과 비밀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기도 한

다.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화이트를 첨가하여 함께 메인컬러

로 사용 되었다. 

[표 4-7] 싸이언 시크릿폰 웹사이트의 컬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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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이포

전체적으로 영문 폰트 위주의 사용

이 되었으며, 상세설명 등은 가독성

이 높은 고딕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전달한다. 3가지 이하의 서

체 사용에 제한을 두어 통일감을 

주었으며, 배경과 반대의 컬러 배색

으로 강조의 역할을 한다.

(4) 동적효과

멀티미디어형의 특징인 영상을 통해 정보전달과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로 소

비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현재에도 유행의 반열에 있는 오드리햅번 스타일을 

고급스러운 영상에 담아 'l'm secret','i'm Audrey Hepburn.'의 카피를 슬로건으

로 소비자로 하여금 나도 오드리햅번 처럼 고급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을 비밀

스럽게 간직하고픈 감성을 자극한다.

마 . 삼성 센스노트북 (http://www.zaigen.co.kr/contest/index.asp)

스토리텔링 유형 : 참여유도형, 멀티미디어형

[그림 4-12] 삼성 센스노트북 웹사이트 메인화면

[그림 4-11] 싸이언 시크릿폰
웹사이트에 사용된 타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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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컬러콘테스트라는 참여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고자 제작

된 광고 사이트이다. 세 명의 모델이 각기 다른 컬러를 테마로 콘테스트의 정

보를 영상을 통해 음성과 제스처(gesture)로 안내 하면서 실체감을 느끼게 해

준다. 컬러 콘테스트답게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여 활기차고 생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1) 레이아웃과 구성

상단에 내비게이션의 단순구조이며, 하단에 글로벌 메뉴를 배치 시켜 중앙에 

콘텐츠영역을 고정으로 사용한다. 중앙의 콘텐츠 화면에서도 각 메뉴의 이동이 

가능하게 디자인되어 내비게이션의 사용성이 높다.

이미지영역

메뉴영역

[그림 4-13] 삼성 센스노트북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2) 컬러

전자제품의 하이테크함과 전달하려는 정보의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 배경 컬러

중에 블랙은 빈번히 사용된다. 본 사이트에서는 노트북이 주는 도시적인 느낌

의 모던함과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사이트의 컬러 콘테스트라

는 사용자 참여공간에서 노트북의 컬러스킨 디자인 콘테스트를 열어 컬러 마

케팅을 도입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채도가 높은 원색의 컬러를 이용하여 타

이포와 모델의 의상에 매치 시켜 알록달록한 컬러의 배색으로 재미있고 활동

적인 콘테스트 느낌을 전달한다. 다소 산만해 질수 있는 컬러의 사용을 폰트 

사용의 절제로 단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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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삼성센스 노트북 웹사이트의 컬러시스템

(3) 타이포그래피

폰트의 종류도 다양한 고딕체와 영문

폰트를 사용하였으며, 컬로도 다양하

게 사용하여 다소 산만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으나 배경의 블

랙 컬러와 대조되어 주목성을 끌며 

활동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4) 동적효과

이벤트 참가 안내를 세 명의 모델의 음성과 제스춰를 통한 소개영상으로 블랙

바탕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여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텍스트 위주의 안

내 보다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가 높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미처 전달받지 못

하거나 사용자가 지나칠 수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영상의 재생이 끝나고 안내

페이지가 상세하게 나와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세 모델의 컬러가 담긴 스토

리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노트북의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영상의 업 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져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이트 방문을 돕는다. 

[그림 4-14] 삼성 센스노트북
웹사이트에 사용된 타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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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LG 사이킹청소기 ( http://www.lge.co.kr/event/cyking/200809/01_event/index.jsp )

스토리텔링 유형 : 참여유도형, 멀티미디어형

[그림 4-15] LG싸이킹 청소기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본 제품의 주요 사용대상인 주부를 겨냥한 이벤트를 강조한 광고 사이트이다. 

참여를 통해 경품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꼼꼼한 주부를 위해 주부 체험단을 모

집하여 사용후기와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통한 정보이기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메뉴별 이벤트를 통해 재미있는 게임으로 

지루하지 않은 참여를 유도하였다.

(1) 레이아웃과 구성

웹광고에 많이 쓰이는 복합구조의 고정영역 활용디자인이다. 우측의 하단에 메

뉴를 배치했고 상단의 플래시메뉴가 있어, 사용자의 필요해 의해 접거나 펼칠

수 있어서 사용성을 높였다.

이미지영역

메

뉴

영

역

[그림 4-16] LG싸이킹 청소기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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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컬러

청소기의 용도는 집안의 먼지와 작은 쓰레기등을 제거하기위한 전자제품으로 

청결함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강조하기 위해 블루의 색상을 배경으로 선택

하였다. 전자제품의 하이테크(high-tech)함을 강조하기 위해 가볍다는 느낌을 

명도를 낮추어 덜어냈다. 제품의 컬러가 레드가 사용되어 블루 계열의 배경에

서 보색의 대비로 더욱더 눈에 띄며, 깨끗하고 시원한 분위기로 청소기의 이미

지를 표현하려고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표 4-9]  LG싸이킹 청소기 웹사이트 컬러시스템

(3) 타이포그래피

전체적으로 고딕체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캘리그래피를 사용하여 강

조의 느낌을 더했다. 고딕체를 사용한 타이틀의 단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컬

러와 강약을 주었다. 텍스트의 컬러를 화이트로 사용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느

낌을 전달하였고, 채도가 높은 그린옐로우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4-17] LG싸이킹 청소기 웹사이트에 사용된 타이포



제 장 전자기기 광고 웹사이트 디자인 분석

(4) 동적효과

이벤트의 힌트를 동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동영상을 봐야

할 동기가 생긴다. 영상속의 힌트를 얻으면서 제품의 장점도 함께 알 수 있다.

그리고 재미의 요소로 게임을 즐기며 경품 응모의 행운에 도전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진다. 주부대상의 체험수기를 통해 사용 후기를 리뷰 할 수 있다.

사 . 휘센에어콘 ( http://www.lge.co.kr/event/whisen/200803/12_cool/index.jsp )

스토리텔링 유형 : 감성자극형

[그림 4-18] 휘센에어콘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에어콘 광고 사이트이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쉽지 많은 않기 때문에 이를 광고를 통해 이미지를 

순화 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 여성의 감각이 

집 안의 인테리어를 조화롭게 꾸밀 수 있으며, 바로 휘센에어콘의 멋진 디자인

이 함께 할 것이라는 여성의 심리를 공략하여 기존의 어두운 전자제품의 사이

트의 컬러가 아닌 가볍고 산뜻한 이미지를 위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1) 레이아웃과 구성

좌측 내비게이션과의 단순구조로 정보 설계가 단순한 레아아웃 구조이다. 메인

과 서브화면의 레이아웃 구조가 동일하며 사용자에게 메인화면에서 습득한 내

비게이션 방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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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영역

메

뉴

영

역

[그림 4-19] 휘센에어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2) 컬러

고가의 전자기기인 에어콘은 뛰어난 기술의 이미지를 화이트 컬러와 미색을 

바탕으로 배경화면 전체를 이미지 컷으로 채웠다. 무겁고 딱딱한 에어콘의 이

미지를 순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어둡고 진한 컬러가 아닌 밝고 가벼운 컬러로 

시원한 느낌을 준다. 

[표 4-10] 휘센에어콘의 웹사이트 컬러시스템

(4) 타이포그래피

명조체를 사용해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살려주었고 영문폰트에 캘리그래피

를 사용하여 사인과 같은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가독성을 위

해폰트의 일정한 사이즈와 컬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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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휘센에어콘 웹이트에 사용된 타이포

(5)동적효과

심플하고 간단한 모션으로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감정자극형의 스토리

텔링으로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에어콘을 작품이라고 칭한 뒤, 가전제품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꾸며주는 소품으로, 예술적 가치를 높여주는 스토리이다. 

감각 있는 여자의 선택이라는 카피로 여유로운 생활 속의 시원함을 표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구매동기를 유발하도록 한다. cool 

story의 영상에서 감각 있는 여자의 인테리어 실력을 보여주며 여성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한다. CF현장의 영상과 모델의 인터뷰내용을 본 광고 사이트의 테

마와 연관시켜 감각 있는 스타일에 관해 이야기한다.

아 . 지니sfT4 내비게이션 (http://t4.gini.co.kr/ )

스토리텔링 유형 : 참여유도형, 정보전달형

[그림 4-21] 지니내비게이션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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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시상식장를 연상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Newspaper Layout을 스토리전

개의 대상으로 재미있는 구성으로 디자인 되었다. 사이트 화면 오른쪽하단에  

Newspaper Layout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제 신문을 보는듯한 느낌으로 정보접근 

유도하고 있다. 고정적인 위치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센스라고 볼 수 있다.

전자기기 광고 웹사이트의 약 80%이상이 배경컬러로 블랙을 선택한다. 이러한 

이유는 전자제품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한 이미지에 고기술의 현대적

인 느낌을 내포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길안내를 위한 필

수 구비 제품으로 제품 출시 이후 2~3년 사이 꾸준히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품의 특성상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A/S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의 사이트 재 방문율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웹사이트 이

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담아야하는 만큼 정보전달에서의 뚜렷한 명확성이 재고

(再考)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전달형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밑바탕

으로 이벤트성 마케팅의 재미요소를 첨가하여 참여를 유도하며 사용자에게 어

필하고 있다.

(1) 레이아웃과 구성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하단에 내비게이션이 배치되어 있는 2단 수평구조이며, 

메인 및 서브에서 동일하게 고정영역을 사용하여 모든 콘텐츠를 보여준다. 오

른쪽 하단의 Newspaper Layout의 이미지로 디자인된 내비게이션이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인지를 통한 즉각적인 정보접근을 돕는다.

이미지영역

메뉴영역

[그림 4-22] 지니내비게이션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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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컬러

제품의 실제 컬러도 블랙이며, 전자기기의 특성상 기술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느낌을 위해 사용되었다. 어두운 배경에 시상식장의 분위기

를 연출하기 위해 메인컬러로 사용된 레드톤의 장막으로 스포트라이트의 무빙

이 첨가된 이펙트로 화려함을 더했다. 블랙배경에서 주목성을 위해 채도가 높

은 오렌지색상과 메탈느낌을 위한 명도가 높은 그레이톤의 컬러를 포인트 컬

러로 사용하였다. 주목성과 화려함을 고려한 컬러 배색이다.

[표 4-11] 지니내비게이션 웹사이트의 컬러시스템

(3) 타이포그래피

전체적으로 고딕체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가독성을 의도했다. 메탈느낌의 텍

스트 디더링(dithering)으로 전자제품의 

특징을 이미지화 하였다. 페이지의 타이

틀을 이러한 방식으로 블랙배경에서 입

체적인 느낌으로 강조 하였다.

(4) 동적 효과

메인화면의 화려함은 위한 조명의 반짝거리는 이펙트로 페이지 전환 시 줌인․

줌아웃의 다이나믹한 모션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용자에게 장면전환 

시 로딩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재미를 주고,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가 된다.

[그림 4-23] 지니내비게이션 광고
웹사이트에 사용된 타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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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요소 중심의 디자인 분석 결과
앞에서 분석한 8개의 전자제품 홍보사이트는 4가지 스토리텔링 유형 중 감성

자극형, 참여유도형, 멀티미디어형, 정보전달형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동종 

업계의 경쟁 제품들과 무수히 많은 광고 사이트가 쏟아져 나오는 경쟁구도의 

현실 속에서, 단순히 정보 전달 위주가 아닌 제품의 디자인과 이미지의 인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감성을 자극하며, 참여유도, 멀티미디어, 감성자극

형 스토리텔링 기법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형별 분류를 

기준으로 시각디자인 요소를 정리하였다.

가 . 레이아웃

[표 4-12] 스토리텔링 유형에 따른 레이아웃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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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레이아웃은 유형에 상관없이 상품의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

해 디폴트(default) 메뉴들의 위치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사진이나 배경이 부각되어 화면 분할이 최소화 되었으며 메뉴도 간소

화 되어 있다. 레이아웃은 최소한의 그리드를 적용한 자유로운 형식의 2단 수

평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토리를 전개 해나가는 방식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2단 수평구조가 스토리 흐름에서 인터페이스의 단순화된 구조로 사용자

에게 사용성에서 높은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 컬러

   [표 4-13] 스토리텔링 유형에 따른 컬러 분포 [표 4-14] 형용사적 컬러 분포

스토리텔링 유형별 분석을 기준으로 조사된 사이트의 배색컬러 시스템의 유형

별 분포와 형용사적 표현의 분포를 도식화(圖式化) 하였다.

스토리텔링 유형별 컬러분포도를 보면, 조사된 8개의 사이트 중 7개의 사이트

에서 저명도, 저채도의 블랙과 블루톤의 한색계열을 배경컬러로 사용되었다. 

이는 도시적인 느낌과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가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메인컬러와 포인트 컬러를  레드, 오렌지, 마젠타, 그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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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색상의 선택으로 주목성을 고려한 동적인 느낌의 배색이 주(主)를 이루

었다. 그리고 형용사적 컬러 분포의 영역을 살펴보면, 동적인 느낌이 주(主) 

가 되는 고채도의 컬러사용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컬러 분포도를 통해 컬러 사용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전자제품의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에 맞는 한색과 무채색 계열의 메인컬러를 

바탕으로 어둡고 무거운 무게감을 채도가 높은 원색의 컬러를 배색하여 다소 

정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에 생기를 불어넣어 경쾌한 분위기를 완성하였다. 또

한, 주조색에 따른 유사색조의 배색으로 이에 자연스러움을 더하였다.  

그리고 ‘휘센에어콘’의 광고 사이트에서 화이트 배경에 산뜻한 블루를 사용

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가볍고 부담 없는 이미지를 위한 

의도를 엿 볼 수 있었다. 이는 감성적 스토리텔링의 사이트에서 스토리의 컨셉

에서 선정된 컬러 배색시스템이며, 제품의 특징을 중심으로 컬러를 선정한 타 

사이트와 차별화 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분포되

는 컬러분포가 특정 컬러에서 높은 분포도를 보였지만, 컬러의 배색이 스토리

텔링의 유형에 따른 컨셉에 따라서 다양한 컬러의 사용으로 사용자에게 전달

하려는 의도를 다른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토

리텔링이 컬러의 사용에 다양한 시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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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타이포그래피

  [표 4-15] 스토리텔링 유형에 따른 타이포그래피 분포

사용법이 다소 복잡한 전자제품의 사용법이나 스펙(spec)등 전달해야하는 정보

량이 많기 때문에, 고딕과 명조 등을 디폴트(default)로 사용해야 일관성 있는 

통일감으로 안정적인 가독성이 높아진다. 조사된 8개의 사이트에서 모두 고딕

과 명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각적 균형의 밸런스를 맞춰 주었으며, 자칫 지

루해 질 수 있는 부분을 사이즈의 강약과 컬러를 적절히 배색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위의 감성자극형과 멀티미디어형 스토리텔링의 유형에 속하는 광고 사이트에

서 캘리그래피체의 이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으로 쓴 아날로그적 감

성을 담고 있는 캘리그래피체를 통해 감성적 이미지의 느낌을 담고 있어, 사용

자에게 어필하는데 효과적 이다. 그러나 캘리그래피의 스타일도 다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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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주는 감성이 제각각 다르게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을 정확히 판

단하고 배경의 컬러를 감안하여 컬러를 선택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라. 동적효과

화려한 그래픽 요소나 컬러 타이포 또한 시각적인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근 광

고 사이트들을 보면 그래픽위주의 정적인 표현에서, 음성과 모션을 통해 동적

인 영상으로 사용자에게 실체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표현으로 트랜드가 변

화 하고 있다. 그리고 모션 그래픽은 이미지와 타이포 등의 조형적 요소들이 

등의 움직임으로 생동감 있는 시각적 리듬과 함께 시각적 역동성과 즐거움을 

안겨 준다. 정적 이미지에 비해 동적인 이미지는 사용자에게 시각 커뮤니케이

션의 원활한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 하듯, 4장에서의 7개 전자

제품 광고 사이트의 스토리텔링의 유형 분석결과 멀티미디어형이 6개로 전반

적인 스토리를 멀티미디어의 요소가 이끌어 나간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이 로 인해 사용자는 영상을 통해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제품의 이미지 인식

도 달라지며 구매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조

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이미지 정보성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에 도우미 되는 정보이다. 이것은 기존 미디어에서 

제공해 주는 정도의 정보 깊이가 아니라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

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광고도 정보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

트 전체는 광고 하려는 제품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creative)를 통해 TV광고

처럼 흘러가듯 받아들이기 쉽도록 변화 되어 왔다. 기존의 제품 광고 사이트에

서는 제품의 나열과 상세정보를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형식으로 나타냈다. 최근

엔 위의 분석 내용에서처럼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표현하고자 하

는 스토리에 동참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 적인 모든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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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제안
인터넷은 기존 매체와 비교했을 때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이미지 정보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이것은 기존 미디어에서 제공해 주는 정도의 정보 

깊이가 아니라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광고도 정보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63)

전자기기라는 자칫 사용법이 어렵고 복잡한 느낌의 제품에 스토리를 주어 소

비자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 4장의 연구에 앞서 총 198명의 유효 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사용자의  인터

넷 광고 감상후의 감성적․경험적 인지도 관련 설문에 의해 인터넷 광고 사이트

의 최초 접속 후 재방문의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에 ‘있다’가  33%(67명), 

‘없다‘가 64%(131)로 재방문의 경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최초 방문 시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고 재방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방문을 통하여 시각적인 신선함과 구매충동을 받는다는 높은 수치를 기

록한 조사대상선정을 위한 설문결과와 상반된 응답이다. 재방문율 에서는 저조

한 수치를 기록한 이유는 지속적인 관리와 상호교환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하지만 재 방문시의 행동 양상을 

보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함이나, 상품사용 후 댓글과 후기를 남기거나 다양

한 게임과 즐길 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라고 응답함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방문했던 사이트에서 필요이상

의 시각효과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응답자 중에서 ’보통이다‘가 33%(67명) 

’그렇지 않다‘가  21% (42명) ’그렇다‘가 16% (33명)으로 비교적 안정적

인 디자인 구조를 잡아가는 과도기적 추세 속에서, 제품광고 사이트의 디자인

의 향후 발전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높은 기대 속에서 사이트의 

구성방식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63)신승익(1996)<96년 인터넷 광고평가><광고계동향>:한국광고단체연합회 199612월호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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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분석과 설문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과 제안사항을 간단

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적 가치를 위해 인터페이스의 사용성를 고려한다.

둘째, 웹 사용자들의 관심을 잡기 위한 오락성에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재방문을 위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사용성이다. 소비자들의 연령과 취향과 컴퓨

터 활용의 정도를 파악하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토리와 디자인의 구성만을 

포인트 주게 된다. 그 로 인해 소비자는 그래픽적인 비주얼만을 감상하고 이벤

트에만 관심이 쏠려 제품의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흔

히 있다. 이 때문에 사이트의 본 목적을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이

를 위해 소비자에게 감성적인 부분을 깊게 어필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스토리

전개와 사이트구성에 대한 사용성이 높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제작이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상호작용이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재량권과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끊

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웹의 광고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의 특성상,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한다.64)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활용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스

토리텔링의 끊임없는 디자인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64)정혜승 앞으책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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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광고 웹사이트에서의 고객경험이 단순히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나 단순 지식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자

아의 실현과 행위로서의 즐거운 경험이 제공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달하려

는 메시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며 심리를 자극하는  감성이 잘 

표현된 광고 사이트는, 고객을 그 사이트에 머물러 있게 하고, 어떤 기업과 상

품에 호의적인 이미지를 안겨 준다. 최초의 방문에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떠난 

사이트로 인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방문을 가능하게 한다.

광고 웹사이트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을 응용한 디자인이 이러한 경험에 

제공할 것이라 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서 웹 광고의 개념을 파악

하고 비주얼의 표현과 사용자의 경험을 상관관계로 분석한 후,  스토리텔링의 

유형화를 통해 웹 광고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스토리 구성요소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 스토리텔링 구조의 유형을 나누어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성(interaction)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감성자극형 , 참여유도형, 멀티미

디어형, 정보습득의 경험의 스토리텔링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러

한 구조를 활용한 제품광고 사이트의 디자인 유형은 개별적으로 독립되는 구

조가 아니라 복합적인 구조의 형태로 존재하며 제품별 특성에 따른 경험 유형

구분으로  정의 되었다. 설문을 통해 선정된 전자제품 광고사이트의 디자인 요

소의 시각화를 통해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효용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제품

별 특성과 광고 의도에 따라 각 요소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관찰 하

였다.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적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을 하였다. 결과를 

통해 시각으로 인지되는 요소가 기업과, 제품의 구매율과 인지도에 관련하여 

평가의 요인이 되며, 사용자의 스스로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적 성

향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으로 지

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의 가치 창출이 요구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즐거움이나 교류의 실질적인 흥미를 고객 경험의 확대를 위한요소라고 생각하

지 않고  편리성과 함께 원활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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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그 사이

트에 머무르면서 가치 있는 효과의 보상을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사이트

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게 할 포인트는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만족과 감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웹이라는 가상공간의 경험적 체험에 의미 있는 비주얼 표현

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디자인도 함께 융합이 된다면 그 가치는 

배가 될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익숙함을 느끼게 해준다. 테크놀러지는 

계속 발전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신선한 경험

을 안겨주며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 그러나 화려한 테크닉만을 

앞세우고 스토리의 의미가 상실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의 진화속도가 급진적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가 많

지 않아, 어떠한 상황에서 예상에 어긋나는 변수가 많은 매체의 특성을 한계가 

난점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사례가 광고 디자인의 표현전략의 커뮤니

케이션의 흐름을 찾기 위해 일원(一圓)된 범위로 접근을 시도하여 다소 제한적

인 도량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향후 보다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폭넓은 시각으로 스토리텔링의 디자인 적

용 가능성을 열어줄 지속적인 연구로 보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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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은 인터넷 광고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의 경험요소 및 인터넷 이용형태 조사를
위한 설문입니다 .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자의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인터
넷 광고 사이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

지도교수 : 박 일 재
연구학생 : 김 세 영

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나이 :                          성별 :                        

1. 직업(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학생(중~고)   ② 대학생 ③ 대학원생 ④ 회사원 ⑤  연구원
기타 : 직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

(                                              )

2. 귀하는 인터넷을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① 1시간미만 ② 1시간~2시간미만 ③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인터넷을 사용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 이상
⑤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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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터넷 광고 선호도 관련

4. 귀하는 제품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획득하십니까?

① 인터넷광고 ② TV,라디오 광고 ③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 매체
④ 주변의 입소문 ⑤ 기타

5. 귀하는 인터넷을 통해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메일확인
② 뉴스 및 기사 검색
③ 지식정보 검색 및 획득
④ 콘텐츠 이용 (게임이나 영화 감상)

⑤ 쇼핑이나 쇼핑정보 검색

6 귀하는 인터넷에서 귀하의 의견을 게시판 등을 통해 남긴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있다면 남기신 목적을 기재해주세요 .

(                                                                      )

7. (6번의 물음에 3번으로 응답한 사람만) 관심 있게 보는 인터넷 광고는 무엇입니까?

① 가공되어진 음식제품 ② 화장품 ③ 전자제품
④ 의류 ⑤ 기타(적어주세요)

8.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가?

① 없다 ② 소비욕구를 느낀 적 있다 ③ 구매해 본 적 있다

9. (9번의 물음에 3번으로 응답한 사람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해 보았다면 어떤 제품
이었는가?

① 가공되어진 음식제품 ② 화장품 ③ 전자기기
④ 의류 ⑤ 기타(적어주세요)

10. 귀하가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① 25%이하 ② 50%이하 ③ 75%이하 ④ 100%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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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터넷 광고 감상후의 감성적 , 경험적 인지도 관련

11. 인터넷 제품광고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사이트의 컬러 ② 모델이나 이미지 컷 ③ 화려한 비주얼 이펙트
④ 동영상등의 멀티미디어 요소 ⑤ 멋있는 이미지 텍스트

12. 제품광고 사이트의 재미있는 구성방식이 일반 웹사이트와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13. 인터넷 광고 사이트 접속 후 재방문의 경험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14. (14번 문항에서 1번 선택한 사람만)재 방문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① 원하는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

② 광고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

③ 광고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④ 포털사이트의 배너를 클릭 하여 원치 않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 .

15.(14번 문항에서 2번 선택한 사람만)재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관심이 없어서 .

②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

③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

기타 재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

(                                                                        )

16. 귀하가 방문했던 광고 사이트에서 필요이상의 시각 효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

17. 제품광고 사이트의 디자인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

- 긴 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



 국문초록 

스스스토토토리리리텔텔텔링링링 기기기법법법을을을 응응응용용용한한한 전전전자자자기기기기기기 광광광고고고 웹웹웹사사사이이이트트트 디디디자자자인인인 연연연구구구

제품광고의 홍보를 위한 광고 기법은 다양하다. 인터넷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인터

넷상의 광고 사이트는 추가 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가 왔다.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온라인에서 충족시킴으로서 오프라인에서의 

매출증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최근에는 전제제품이나 화

장품 등에서 제품의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제품의 광고 사이트를 먼저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오프라인에서의 구매를 위해 사전적인 정보습득을 통해 구매

의 결정을 돕는다. 또는 인터넷상의 쇼핑몰에서의 즉시 구매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 광고 사이트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

다. 그리고 소비자의 지적수준과 안목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 새롭고 참신한 디

자인과 아이디어에 관심을 쏟게 되면서, 웹 광고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 단순히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나 단순 지식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경험을 통한 자아의 실현과 행위로서의 즐거운 경험이 제공 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본 연구는 광고 웹사이트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을 응용한 디자인이 이러한 경

험에 제공할 것이라 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서 웹 광고와 마케팅 개

념을 파악하고 비주얼의 표현과 고객경험(experience)을 상관관계로 분석한 후, 디

지털 스토리텔링(digital storytelling)구조와의 유형화를 통해 웹 광고 사례를 분석

한다. 결과를 토대로 특징을 체계화 하여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에 활용과 효용의 가치에 대하여 논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디자

인적 관점에서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디자인 지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 앞서 제품광고의 기법을 통해 스토리(story)의 전달 체계를  디자이너와 사

용자로 관계로 정의한 후 스토리텔링의 정의와 특징에 대한 이론 정리와 시각 디

자인 구성요소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광고 하려는 제품에 스토리를 생성한 후 디자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스토리텔링 

구조의 유형을 나누어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성(interaction)을 기반으

로 한 관계 형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네 가지로 유형화 하였



다. 스토리텔링을 응용한 30개의 광고 사이트를 또 다시 감성자극형, 참여유도형, 

멀티미디어형, 정보전달형 으로 유형화 시킨 결과와 설문을 토대로  전자기기를 

광고 웹사이트 디자인 요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구제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광고 웹사이트에서 유형별 분류를 통해 정리 하였다.

1차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하여 분석한 30편의 광고 사이트에서 선호도 설문을 

통해 선정된 전자기기 광고 웹사이트 8편을 대상으로 레이아웃, 컬러, 타이포그래

피, 동적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자기기 광고 웹사이트에 사용된 

시각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분석 후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광고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요소에 대한 접근

을 시도하였다. 각기 다른 사용자의 관점과 성향에 따라 시각적인 요소나 감성적

인 요소들은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스토리가 있는 탄탄한 구성과 

시선을 끄는 세련된 디자인이 주는 감성적인 효과는 제품에 지속적인 관심과 이미

지 쇄신으로 구매에 까지 이르게 하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사

용자의 성향을 보면 시각적인 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디자인의 표현의 기

술적인 감각에도 흥미를 느끼며 평가 한다.

무수히 많은 광고 사이트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인터넷 광고 시장의 경쟁구도 

속에서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의 지표가 되길 기대하며, 이 연구를 토대로 다른 각

도에서의 연구 접근을 위한 선행적 기반의 위치를 담당하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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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스토리텔링 기법을 응용한 전자기기 광고 웹사이트 

      디자인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Elelctronic Appliances' Promotional Websites 

       with the application of Storytelling Method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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