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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국문 초록

  인터넷은 미국 국방성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다 정부와 세계 각지의 기지간의 원활

한 통신을 위해 구축되기 시작되면서 현재의 인터넷으로 변화되어왔다. 지금의 인터넷이 

이렇듯 역사상 그 어떤 커뮤티케이션 매체보다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변

화는 국가나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준은 세계의 상위급 수준이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디자인이나 마케팅효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토록 빠르게 확산되고 있

는 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매체 환경에서 놓치기 쉬운 결정적인 요소들, 즉 정보

와 컨텐츠(Content),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고디자인 매체로서의 인터넷은 변화하는 사회의 미디어 환경에서 네티즌들에

게 다양한 형태(오디오, 비디오 클립, 그림, 문자)의 컨텐트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 등의 급속한 발달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여 지금은 기존의 매

체인 TV, 신문, 라디오 광고등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광고로 급성장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급부상은 새로운 광고 매체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전통적 광고구매모델인 

AIDMA (Attention - Interest - Desire - Memory - Action)의 법칙에서 인터넷광고에

서는 구매 이전단계와 구매단계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관심에서 구매까지 채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등 다른 매체들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장점들이 인터넷

광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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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오늘날 경쟁적인 지구촌 시장환경에서 적절한 매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

속히 증가하고 경쟁적으로 새로운 홈페이지가 나날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에서 웹 광고 호

스트로서 장기간 성공을 유지하려면 실질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매체들과 비교할 때 인터넷의 컨텐츠는 비용이 비교적 저가이며 그러므로 먼저 

인터넷 정의, 인터넷 및 광고  디자인의 개념, 표현방법 및 효과를 살펴보고 인터넷에서의 

광고의 접근, 인터넷광고 유형 등을 기존의 매체와의 차별을 비교하며, 광고 수단 등을 사

례별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은 기존 매체와는 달리 쌍방향 커뮤

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광고 비용이 저렴하며,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광고가 가

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의 광고 매체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광고 시장에도 큰 변화

를 가져왔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광고에 나타난 제품 및 서비스를 1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넷광

고의 표현방법, 표현효과, 및 태도 등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모색하였다. 

인터넷광고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인터넷광고의 개념, 발달 특징, 유형 등을 살펴보았고, 

인터넷광고의 표현방법 및 태도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인터넷광고의 유형에서는 베너광고를 띠광고, 스폰서쉽 광고를 도움광고, 삽입광고를 틈

새광고, 푸시광고를 쉼광고, 팝업광고를 튐광고로 표현방법을 한글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공통적인 표현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표현

방법을 범주화시킬 필요가 있다는것을 나타낸다. 형태, 위치, 크기, 표현, 관점, 구성,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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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판매지향점, 소구점 요인에서는 상호 유사한 표현방법을 구사하고, 카피요인 및 감정

소구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야한다, 또한 기업은 인터넷광고의 표현전략 중 감정소구를 할 

때, 자신의 업종에 재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야하며, 유형에 따

라 적합한 카피를 설정해야한다. 인터넷광고의 표현효과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품 또

는 서비스 유형일 경우 직접적, 이성적이며 단순한 표현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편의품은 간

접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을 추구해야한다. 인터넷광고의 분위기는 현실적, 사실적, 적극적

인 제품에 대해서는 습관적, 일상적 구매의사결정 제품 및 서비스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인터넷광고의 강조점은 개인에세 필요한 제품은 강조점이 모두 

긍정적이므로 이를 통해 칼라, 구성, 개념적 요소, 디자인, 설명들을 매우 논리적으로 강조

해야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부정적인 감정표현으로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효과적인 표현전략을 구사해야함

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인터넷광고의 전략이 광고를 제작하는데 있

어 작은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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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et A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 Analysis of Represent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Internet Ads  

Jeong, Mun-Sik
Advisor : Prof. Park Il-Jae

The Department of Visual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he Internet network service was mainly used for military purposes, but as it has been built for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global bases, it began to provide diverse ser-

vices like present. Thus,  present Internet services are growing faster than any other media. The 

change of the Internet service is changing individual life as well as nations or business.  

 Though the use of Internet service is ranked world top, the level of ads design and marketing us-

ing the Internet network is low. The reason the Internet services are spreading so fast is that they 

provide decisively important elements that have been missed in existing media environment, that 

is, information and contents, feedback.  

So, the Internet network as a medium of ad design should provide contents of various types(audio, 

video clip, pictures and letters) for netizen under media environment of changing society. 

And it is rapidly growing as a powerful ad that can deal with existing media such as TV, news-

papers and radio commercials through continuous growth based on development of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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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nline business.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rapid rise of such Internet network and in the principle of AIDMA 

(Attention - Interest - Desire - Memory - Action), a conventional ads purchase model, pre-pur-

chase step tends to be incorporated with purchase step.

The steps from attention to purchase can be completed in 5 minutes, such a short period in Internet 

network.  As it has various advantage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media, its importance 

is emphasized.

 Under keen competition of global markets, it is considered as a proper medium. In this situation 

where ads through the Internet networks has been increasing and new home-pages are competi-

tively created, it needs practical strategies to maintain long-term success as a web ads host.

 Compared with existing media, the Internet contents are relatively cheap. Therefor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the Internet network, the concept of the Internet ads design, represen-

tational methods and effect,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net network and other media, 

and analyze  examples of ads means.

As the Internet network based on digital technology can provide bi-directional communication 

unlike other media, have cheap ads cost, and make individualized ads according to needs of cus-

tomers, it shows faster growth and has brought hugh change in ads market.

This study classified products and services in Internet networks into 16 types and analysed their 

representational methods, effect and attitudes to find more effective ad strategies. 

We examined the concept of the Internet ads, developmental features, and types through theoreti-

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on the representa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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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ect to types of the Internet ads, we suggest banner ads as Tti ads, sponsorship ads as Doum 

ads, inserted ads as Tumsae ads, push ads as Shim ads, and pop-up ads as Twim ads in Korean. 

This study suggests that as there are common representational strategies according to products 

and services, they need to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ypes. They should use similar methods in 

forms, locations, size, views, compositions, chronological factor, purchase orientation, and appeal 

point,  while they should use diverse methods in copies and emotional points.  

And companies should select materials that can implant strong images of their business in emo-

tional appeal, and decide proper copies according to types.   In respect to representational effect of 

the Internet ads, products or services very important to individuals should pursue direct, reason-

able and simple strategies while convenience goods should have indirect and emotional ones.

For the mood of Internet ads, habitual and routine purchase decision strategies should be devel-

oped for real, practical and dynamic products. As the products needed for individuals have posi-

tive focus, colors, composition,  conceptual elements, design and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in very logical way.

As the positive-negative attitude to the Internet ads has direct influence on purchase decision, ef-

fective representational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net ads strategie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a useful base 

for ads production.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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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er)가 말한 제 3의 물결인 

정보화 사회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 특히 인터넷 분야는 발전된 통신 기술의 결합

으로 제 3의 혁명이라 불리울 만큼 일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21세기는 디지털의 세상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부분중의 하나가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역사상 최단 기간 내에 확실한 매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의 보

급과 발전은 인터넷을 새로운 광고 매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어가면서 많은 기업들

이 인터넷광고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인터넷광고는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의 출

현으로 미디어와 미디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융합현상을 가져왔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가상공간이 형성 되었으며 수용

자의 매체에 대한 접근과 의식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했다.

인터넷의 역사가 그리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심과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WWW(World Wide Web)이 등장한 후의 일1) 이다. 인터넷의 상업화를 부추킨 것이 

WWW이며, 이러한 상업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대상은 광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 World Wide Web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Hypermedia의 형태로 저장하
여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최고의 통합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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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매체로 주목을 받는 인터넷은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정보를 통합하는 멀티

미디어 성향이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기

존매체와는 다른 인터넷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특정 타켓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상

의 상품 고지에서 상품 판매까지의 프로세스가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유통 

채널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고객개개인의 정보

에 대한 일대일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기업들은 인터넷광고 시장에서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아이디어와 정보교환 및 인적관계 구

축에 인터넷은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전통적 광고 구매 모델인 

AIDMA (Attention - Interest - Desire - Memory - Action)의 법칙에서는 구매이전 단

계와 구매단계 간의 간격이 발생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상대적으로 구매 이전 단계와 구매

단계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관심에서 구매까지 채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등 다른 매체들과는 차별화된 장점들이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광고 매체들의 광

고비가 현상유지나 감소추세에 있어도 인터넷 매체는 증가하였다.

 광고의 가치가 급성장하게한 인터넷광고는 표현전략에 따른 이론적 연구와 정립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였고 형형색색 천차만별이 되었다. 인터넷 마케팅의 중요성을 논한 한 번역

서나 저서들은 있는 반면에 인터넷광고의 표현전략이나 크리에이티브에 관한 지침서 한권 

없는 현실은 위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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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논문에서도 광고의 요율체계, 광고효과 측정법, 크리에이티브 전략, 기술적분석들 

종류도 많고 분야도 많지만, 시각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쓰여진 광고는 없었다. 광고의 디

자인적인 측면을 무시한 여파로 각종 끼워팔기식 상품과 경품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광고 매체사와 광고주, 제작자 각각의 역할도 상당히 중

요하다. 하지만 광고는 결국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비록 인터넷광고의 노출 비율이 1% 

내외라고는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 수를 감안한다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만

이라도 고객으로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광고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

다. 여기서 노출이라고 하는것은 광고가 페이지에 나타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용

자의 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의 시선을 잡아내야 진정한 노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진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마케팅상황 및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중요성이 고조

되고 있는 온라인광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유형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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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인터넷광고의 형성 과정이나 개념 특성을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기존의 

광고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 차원 진전된 광고 환경을 우선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는 

정보 전쟁의 시대이다. 누가 먼저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 분석 하여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

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절실하다. 개인은 물론 기업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

서 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방편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경영 전략을 세워 본 논문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본 논문은 크게 여섯부분으로 골격을 갖추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제2장에서는 제품유형의 분류를 바탕으로 인터넷광고의 의의와 배경, 개념 및 발달, 특징 

및 유형등에 관해 연구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터넷광고의 선행연구로서 모든 인터넷 광고 분야의 시각적 표현방법 및 소

구유형과 광고태도 등에 관해 연구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인터넷광고의 표현분석으로, 연구과정의 기초과정을 토대로 자료의 성격 및 

신뢰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제언을 토대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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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활동에 있어 효율성

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둘째, 광고매체로서 인터넷의 기능을 인터넷광고의 의미, 정의, 특징, 개념을 통해 가능성

을 알아보았다. 

셋째, 인터넷광고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역할 전략, 유형을 살펴보고 기존의 매체와의 비교

와 차별화된 인터넷광고의 장점 및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째, 컴퓨터 통신 광고의 유형별로 분석을 기초로 게재 형태별, 게재 내용별, 표현 기술 측

면으로 나누어 광고 유형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인터넷광고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통해 기존매체와 미디어믹스의 중요

성과 새로운 광고 기법의 확장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인터넷광고의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인터넷광고 디자인이 나

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 및 대응 방향을 알아보았다.

일곱째, 인터넷광고에 대한 불신을 없애 기업의 광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인터넷광고

에 대한 효과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이해를 제시하였다.



제1절. 제품유형의 분류   

제2절. 인터넷광고의 의의와 배경 

제3절. 인터넷광고의 개념 및 발달 

제4절. 인터넷광고의 특징 및 유형 

제2장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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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배경 / 제1절 제품유형의 분류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제품유형의 분류

제품이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거래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제

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품의 개념을 물리적 형태를 가진 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즉 제품은 욕구충족물이며, 재화, 서비스, 장소, 사람 등 소비자의 결핍된 욕

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을 분류하자면,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제화라고 하고, 물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서비스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재화에 서비스는 서로 결합된 형태

를 이루고 있다. 제품은 구매목적이나 사용기간 또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따라서 분류 할 

수 있지만, 먼저 구매 목적에 따라 소비재(consumer goods)와 산업재(industrial goods)

로 분류할 수 있다.

 소비재는 구매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최종 소비를 위한 구매이며, 산업재는 생상과정에 투

입하기 위해 구매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품은 사용기간에 따라 내구재(durables)와 비내구재(nondurables)로 분류할 수 있다. 내

구재는 한번의 구입으로 여러번의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비내구재는 일회 사용이나 

소비로 없어지는 제품으로 생필품, 소모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행동

에 따라 편의품(convenience goods), 선매품(shopping goods), 전문품(specialty goods)

로 분류할 수도 있다. 편의품은 언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많은 판매점이 존재하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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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관여 제품이 대부분이다. 선매품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제품으로 패션/

의류제품이나 가전제품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전문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전문적

인 지식이나 독특한 성향에 의해 구매되는 제품으로 주로 의료기기나 스포츠용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따라 분류하는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다루어 졌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소비자 구매행동에 의

한 분류는 결국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으로 분류해 구매행동을 차별화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한국인터넷광고마케팅협회에서 제시한 국내인터넷광고비를 

업종별로 분류해 21개업종을 대상으로 제품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2006년 상반 2007년 상반

컴퓨터 / 정보통신 53,860,217 52,569,319

서비스 35,068,417 40,769,825

유통 21,092,138 29,601,317

금융 / 보험 / 증권 24,285,692 29.289,723

관공서 / 단체 8,782,062 8,121,745

가정용 전기전자 5,153,528 7,76,157

식품 6,363,269 7,007,547

수송기기기기 5,985,076 6,696,333

건설 / 건재 / 부동산 7,693,686 6,480,443

교육 / 복리후생 5,087,910 6,390,647

화장품 / 보건용품 5,425,700 6,194,979

제약 / 의료 5,372,471 5,797,248

음료 / 기호식품 3,212,815 5,033,362

패션/의류 4,096,575 4,898,152

가정용품 1,720,367 3,197,316

출판 2,439,340 2,324,454

그룹 / 기업광고 2,429,905 2,113,789

기초재 / 소재 / 에너지 1,572,497 1,264,943

정밀기기 / 사무기기 733,247 940,674

화학공업 752,433 362,676

산업기기 - 104,947

<표1> 업종별 인터넷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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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터넷광고의 의의와 배경

1. 인터넷광고의 역사

 인터넷이 탄생한 196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체제하에 군비경쟁을 벌이던 시기였

다. 당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닉의 발사에 성공하자 군사기술의 열세를 느낀 미국은 전

쟁수행에 필요한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분산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

었다. 그래야 소련의 공격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연

구원들의 정보공유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1969년 미 국방성은 각종 연구기관과 방위 산업체 간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여러대의 컴

퓨터를 연결했는데 이것은 군사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 이후 이 네트워크(ARPAnet)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소와 대학교의 컴퓨터들이 계속 연

결되면서 규모가 커져 전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된 대형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발

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역사는 1982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와 구미 통

신연구소의 컴퓨터를 1,200bps 모뎀을 사용하여 연결한 SDN(System Development Net-

work)이 한국 인터넷의 시작이었다. SDN을 한국 인터넷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이 네

트워크가 TCP/IP의 프로토콜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네트워크위원회(Federnal 

Networking Council:FNC)에서는 인터넷 기반 구조의 관점에서 인너넷을 ‘TCP/IP에 기

반을 둔 유일한 주소체계로서 전세계적으로 연결되는 범세계적인 정보시스템’으로 정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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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국인터넷진흥원 자료가 정확하다면 인터넷 상용화 10년만에 인터넷 인구가 3천만명이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야말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인터넷을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나아가 연령별 비율을 보면 10대와 20대의 경우 95%를 넘는 이용률

을 보이고 있다. 10명에 10명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인터

넷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온 WWW은 World Wide Web의 약자이며 Web이라고도 

한다. 웹은 인터넷 정보를 텍스트(Text)가 아닌 하이퍼미디어(Hypermedia)라는 방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시킴으로서 사용자가 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검색 시스템(browsing and seaching system)이다. 이는 가장 멀티미디어 적

이며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준다.

2. 인터넷광고의 의미

 인터넷광고(Internet Advertisement)란 웹(Web)을 기술적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온라인

상의 온라인 광고의 한 형태이다. 좁은 의미로는 특정 사이트에 자신의 광고용 베너를 개

제하여 자신의 사이트로 링크시키거나, 검색엔진이나 다른 사이트에 자신의 사이트를 링

크시키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

는 고객과의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괄하며, 특히 홍보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

하여 각종 기업정보 소개, 고객관리, 제품소개를 하고,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 상거래 등의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재로 하는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역사가 그리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심과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WWW(World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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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이 등장한 후의 일이다. 인터넷의 상업화를 부추킨 것이 WWW이며, 이러한 상업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대상은 광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기적 추이로 볼 때, 이러한 웹에 의한 광고가 인터넷의 상업화와 함께 수반되는 주대상

이지만, 이러한 웹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광고가 가

능하며, 또한 그것들을 이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광고간 인터넷에

서 서비스되는 웹을 비롯한 제반기능을 이용하여 소리, 문자, 화상 등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게재 방영하는 온라인 광고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Krol & Hoffman (1993)은 인터넷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첫

째, TCP/IP2) 프로토콜에 기초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둘째, 이들 네트워크들을 이용하

거나 개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셋째, 이들 네트워크들로부터 도달될 수 있는 자원들의 집

합체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인터넷은 통상적인 프로토콜의 한 틀이며, 라우터와 서키트들 및 유통되는 자원들의 물리

적인 집합체이며, 심지어 연결서버가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이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가 없

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은 전세계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소규모 네트워크들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되었고 세계 170여개국에서 약 920만

대의 호스트 컴퓨터와 약 4천5백만명의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온라

인 정보 서비스를 포함하여 상용, 비상용 컴퓨터 네트워크가 느슨하게 연결된 집단이다. 고

속, 저속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비스는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

2) TCP/IP :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Internet Protocol의 약자. 인터넷을 구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프
로토콜 소프트웨어이다. 7개로 구성된 스위트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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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특수전화회선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것을 T1이라하는데 초당 약 150만 비트를 전달할 수 있어 비교적 높은 대역폭을 갖고 있

으며, 최근에는 국내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산업, 인터넷의 특성 또는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다. 

가) 일반적 정의 :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수 많은 컴퓨터와 네트웍들을 공동의 약속 

사항에 따라 연결시킨 네트웍의 집합체이다.

나) 문헌적 정의 :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컴퓨터들과 수많은 사용자들을 연결

해 주는 망 중의 망이다.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의 규약 아래 서로 연결된 컴퓨터 집단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집합체

를 뜻하는 것으로, 인터넷은 표준화된 프로토콜(Protocol) 즉 네트웍들의 네트웍(network 

of network)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이란 그 전체가 정확히는 보이지는 않지만 데이터 간

의 이동 통로가 되는 망(Network)과 망이 연결되는 그 자체이다.

 

인터넷은 TCP/IP를 기반 통신규약으로 하고, 전용회선과 라우터로 point - to - point 방

식으로 연결된다. 인터넷의 중추 망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NSFnet은 45Mbps급의 고

속 전송회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NSFnet으로부터 각 지역 인터넷접속 서비스 기관에 의

해 미국 내 각 지역과 유럽, 호주, 아시아 등 전세계의 서브네트웍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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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대부분 전용회선으로 이들간의 링크가 이루어지며, IP라우터라는 연결장비가 사용된다. 이

때 각 지역 망과 모든 호스트들은 유일한 IP주소(IP address)를 갖는다. 인터넷에 대한 아

이디어는 1963년 라이 로봇 고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미

국의 국방성 ARPA(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일정지역의 폭탄폭격과 

같은 긴급사태에서도 장애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던 중, 1969년부터 ARPANET란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여 연

구원들간의 정보화 자원공유를 위해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ARPANET의 확장과 함께 미국에서는 근거리 통신망(LAN)의 기술과 워크스테이션의 보

급에 따라 새로운 컴퓨터 통신망들이 탄생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ARPANET은 이들 

통신망들과의 연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ARPANET는 기종에 관계 없이 통신망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 통신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통신프로토콜과 통신망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TCP/IP프로토콜과 ARPA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이와 같이 ARPANET이 모태가 된 계기는 인터넷이 60년대 말 미국방성에서 NASA프로젝

트에 참여하는 미국전역의 연구소, 대학등의 과학기술자들이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를 촉진하기 위함이였다. 1982년에 TCP/IP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ARPANET이 둘로 나뉘어 인터넷을 형성할 때 미국국방성의 DCA(Th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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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Agency)는 모든 ARPANET 호스트들이 TCP/IP 사용을 의무화하고, 패

킷교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이를 적용토록 하였다.

 TCP/IP프로토콜을 사용한 인터넷환경에서의 상호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 ARPANET은 

TCP/IP가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보다 많은 호스트와 게이트웨어

들이 기존의 통신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고,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의 학술 연구망들을 상호 연계시키는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 연구망으로 발전하였다.

인터넷(Internet)은 미국의 대학 , 연구소,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금은 세

계 최대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UNK 시스템에서 

TCP/IP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신뢰성있는 전산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를 연결하는 지구촌 통신망으로 자리를 굳힌 인터

넷은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을 의한 통신망구축에서 시작하였고, 각국의 정보 고속도로 구

축에 따라 더욱 통신망으로 역할이 커질 것이다. 통신망으로써 인터넷성장을 바탕으로 인

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축척된 정보가 엄청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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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광고의 특징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광고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여러가지 용이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광고 매체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에 새로운 마케팅도구로서 급부상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시장의 급성장과 잠재력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확대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비디오텍스 서비스(신문기사, 경제, 교육 문화정보, 오락, 홈쇼핑 등)

에 광고를 개제함으로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매체로서 활

용하고 있다. 새로운 판매경로로서 기능도 지니고 있는데 광고를 상품주문과 같은 전자거

래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예 상품 카다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는 전자상점으로서의 기

능도 가지고 있다.

첫번째, 무재한의 공고분량을 들 수 있다.

두번째, 광고의 차별적 기능들 들 수 있다.

세번째, 광고의 지속성과 광고내용의 변경이 용이하다.

네번째, 저렴한 광고비용을 들 수 있다.

다섯번째, 충동구매를 자제할 수 있다.

여섯번째, 광고료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적다.

일곱번째, 기업의 텔레마케팅 수단이 된다.

여덟번째, 일반 메세지와는 달리 광고기법을 다 조합하여 만들 수 있다. 

아홉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가능한 광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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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열한번째,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제공은 인터넷광고로서 갖는 장점이다.

 인터넷의 성장을 가져오게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급격한 증가는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월

드와이드맵(WWW)이 그 사용자의 편리함과 최신정보의 습득, 정보의 다양성, 경제적인 이

용 절감효과로 인터넷에 대한 매체의 홍보와 이를 위한 기반사업의 개선에 따라 사이버스

페이스를 통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활동의 의미가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스페

이스는 또 다른 기업이윤을 창출하는 시장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소와 기업에 편중되어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이 비즈니스와 접목됨에 따

라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산업체와 소비자, 정보 산업 등의 각 분야에서 사이버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한 기업 마케팅활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매체를 통한 마케팅활동에 비해 

인터넷마케팅 활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고객활동의 개선이다. 따라서 인터넷은 고객

과의 관객 강화를 위한 촉진 수단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

넷 홈페이지 운영의 특성상 기존 마케팅 요소를 위한 개별활동을 포괄하는 통합적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장점을 인터넷이 가지고 있으며, 기

업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으로 활용한다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빠르

고, 경제적으로 가상공간안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각 기업의 표적시장에 개별적으로 홍보

할 수 있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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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업의 내부영역은 물론 대외적인 활동,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웹이 지원하는 

기능상의 이점은 매우 크다. 웹을 통해 홍보하면, 웹에 방문 했던 충동적 고객들은 인터넷

의 장점인 시청각 효과로 인해 인쇄된 제품설명서를 읽으면서 접했던 것과는 다른 경험때

문에 오래 기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네트웍을 공유하면 각자 자기일만 알아서 처리하

던 사람들이 그룹단위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상호 개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본래의 계층적 사고에서 벗어나 업무에 혁신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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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터넷광고의 개념 및 발달

1. 인터넷광고의 개념

인터넷광고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정보통, 최한진(2000)은 인터넷광

고는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고객과의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함하며, 

특히 홍보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기업정보소개, 고객관리, 제품소개를 하고, 

다양한 이벤트 프로모션, 상거래 등의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는 것3)

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준평(2002)은 인터넷광고는 인터넷상에서 고객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4)이라고 했고, 박성호(2000)는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이라는 컴퓨터 통신망의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하여 제공되는 광고라고 하면서 더욱 현실

적으로 인터넷망에서 활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인 웹을 매체로 하여 제공되는 웹광고를 말

한다5)고 하였다.

Ducoffe (1996)의 연구에 따르면 뉴옥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료샘플, 

시험사용, 로고, 브랜드가 들어있는 메시지, 제품의 그래픽, 베너광고, 온라인 카달로그, 광

고주의 웹사이트 고지 등을 75% 이상의 사람들이 광고의 일종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그리

고 50% 이상의 사람들이 웹사이트 전체를 광고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3) 정보통, 최한진 ‘인터넷광고 이론과 전략’, 나남출판, 2000, 119쪽
4) 김준평 “인터넷광고의 경향과 추세에 대한 한 연구’, 조형논총, 7건, 2002, 64쪽
5) 박성호, “인터넷미디어의 이해아 활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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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인터넷광고 정의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특정사이트에 광고용 베너를 

게재하여 자신의 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시키거나, 검색엔진이나 다른 사이트를 하이퍼링크

시키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

는 고객과의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괄하며, 특히 홍보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

하여 각종 기업정보 소개, 고객관리, 제품소개를 하며, 각종 프로모션, 상거래 등의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뜻한다.6)

 요약하자면, 좁은 의미로는 특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자신의 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시키고 광고비를 지불하는것, 넓은 의미로는 기업 또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6) 안성혜 “국내인터넷광고의 유형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3호, Vol.16, No.3.2003, 
243쪽



 20

A Study on the Internet A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roducts / 제품특징에 따른 인터넷광고에 관한 연구

제2장 이론적배경 / 제3절 인터넷광고의 개념 및 발달

2. 인터넷광고의 발달

인터넷 사용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00년 말에는 3억2천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7억 2천만명으로 늘어났다.7)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

자는 2000년 약 2만명에서 2002년에는 약2만5천명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3만4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최근 가입자망 고도화 사업자 추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지원 컨텐츠 개발지원, 전

자상거래 활성화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추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로 인해 국내 사용자

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쟁으로 인터넷 사용은 더욱 활

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는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은 마케팅 분야에서도 디지털 마케팅이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마케팅분야에서는 기존산업사회

7) 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백서”, 2001
8)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화실태조사, 2003

http://isis.nida.or.kr/

<그림1>연도별 도메인 수 <그림2>연도별 인터넷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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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매스마케팅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일대일 마케팅(one to one markting)

이 등장하였다. 일대일마케팅은 고객의 특성과 소비자의 행동특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하여 촉진 및 판매 관리에 활용하는 것으로 고객으로부터 평생가치(Lifetime value)를 극

대화하는데 중점2)을 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근거함으로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인터넷광고는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국내 인터넷광고는 약 30%의 큰 성장세를 보였다. 검색

(search)광고는 전년대비 50%수준이 비약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3,200억 가량이 시장규

모를 형성하였고, 띠광고, 도움광고, 웹메일 등의 디스플레이 광고는 16%의 성장률을 보이

며, 3,00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9)

 인터넷이 광고 매체로 등장한 것은 1994년 10월, Hot Wired가 띠광고를 자사사이트에 올

린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 한국 IBM이 최초로 띠광고를 소개하였

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광고의 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10)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로 2005년 주피터 서치가 실시한 미국 인터넷광고 시장의 

규모는 약 1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8%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광고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11)

9) 신석철, “30% 고성장 유지 광고 매체 향상력에 주력, 광고정보”, 통권 제298호, 2006, 18-22쪽
10 )김재휘, 김태훈, “인터넷광고 혼잡도가 광고에 미치는 영향, 베너광고의 수와 침입성을 중심으로” 광고학연
구, 제12권 4호, 2001,97-114쪽
3)http://www.marketre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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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광고 시장 확대 추세는 기존의 신문, 잡지 및 라디오의 광고비용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인터넷광고 시장의 급성장은 광고비용

의 투자대비 수익이 다른 매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원하는 광고 형태를 제작하는 것이 상

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광고 제작업체 역시 기존 매체와는 별도로 

인터넷광고 시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12) 이렇듯이 인터넷광고의 장점과 

기존 매체의 회의론이 맞물리면서 인터넷광고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

11) 미디어오늘, 신문 TV 광고비 9%이상 감소..뉴스미디어 87%급신장, Http://wwwmediatoday.co.kr, 
2006. 3. 8
12) 김지호, 김재휘, 박하철, 이장한, “아이 트태커를 활용한 인터넷광고의 선택적 주의 요소 효과 연구”, 광고연
구, 제 72호, 2006,3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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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터넷광고의 특징 및 유형

1. 인터넷광고의 특징

 인터넷광고는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광고를 제시하는 개인화 가능성이 높고, 시간적 제한

이 없으며,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창출이 가능하고, 광고를 직접 구

매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추가적으로 있다.13) 

반면, 인터넷광고의 단점은 

첫째, 인터넷광고는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도달 가능하지만 특정 지역의 한정된 고객에

게는 도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둘째, 컨텐츠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셋째, 이용자의 혁신에 대한 수용태도도 인터넷광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광고의 장점은 5가지나 된다. 

첫째, 기존의 매체광고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제한된 상황인것에 비해 인터넷광고는 정보

의 양이나 형식의 구애됨에 없이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광고의 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가는 경향

13) 최환진, “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본 인터넷광고의 효고과정”, 광고연구 47, 2000 6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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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어 목표집단으로의 도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특정 집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은 높게 평가 되지만, 인

터넷 이용자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매체광고와 비교하면 인터넷의 도달률이 낮

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 속도로 볼때 빠

른 속도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넷째, 인터넷광고의 높은 상호 작용성으로 정보전달력이 높고 피드백에 의한 커뮤니케이

션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섯째, 제작비나 매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노출 효과가 타 매체

에 비해 우수해 광고효과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14)

 또한, 인터넷광고는 소비자에게 컴퓨터를 매개로 전개하는 커뮤니케이션(computer-me-

diated communication: CMC)의 과정으로 기존 광고 매체와는 다른 8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상호작용성으로 고객의 반응을 신속하게 알 수 있으며, 잠재고객과의 다각적인 접촉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원등록, 상품주문, 게시판, 방명록, E-mail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직접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후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 

둘째, 광고대상의 차별화로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춘 타겟광고, 맞춤광고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주요타겟 또는 표적집단(taget group)을 대상으로 특정한 서비스와 제품이미지에 부

합되는 광고를 게재하여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셋재, 글로벌 광고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광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전 세계 

14) 안성혜 “국내인터넷광고의 유형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3호, Vol.16, No.3.2003,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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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 규모의 미디어이다. 

넷째, 멀티미디어적 특성으로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가상현실 등의 디지털 데이

터를 광고분량의 제한 없이 리얼타임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광고를 직접 구매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에 제품 카탈로그 및 자세한 기

술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와 구매를 직

접 연결시킬 수 있다. 

여섯째, 광고 제작, 게재 및 내용 변경의 편리성을 들 수 있다. 상품의 변화나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광고 내용이나 광고문구를 즉각적으로 변경하고 대처함으로써 다양화, 개성

화, 차별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대 광고의 속성과 소비자의 특성에 맞춘 즉각적인 반응

성(direct respons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매체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른 광고비를 비교해 보면, 조선일보 맨 뒷

면 전면광고의 경우 1회에 9,000만원 정도이고, TV는 주말연속극 15초광고 1회에 600만원 

이상이 들지만 인터넷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게제하는 띠광고의 경우 광고비가 월 1천만원

에 불과해 24시간 노출되는 것에 비하면 광고의 단가는 가장 적다. 

여덟번째, 마지막으로 정확한 광고효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광고를 몇

번 보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자동측정이 가능하고, 사용자반응 분석

을 통해 제품의 기획, 개발, 홍보, 마케팅에 직접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database 

markting)이나 직접마케팅(direct markting)에 펼칠 수 있다.



 26

A Study on the Internet A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roducts / 제품특징에 따른 인터넷광고에 관한 연구

제2장 이론적배경 / 제4절 인터넷광고의 특징 및 유형

전통적 광고 인터넷광고

광고의 형태가 시대적으로 명확하고, 잘 정의되
어 있으며, 일정한 모습을 보임

광고형태가 기술발전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발전

시장이 국가나 지역에 한정됨 시장의 경계가 없어짐

틈새시장을 정의하기 어려움
틈새시장이 일반적으로 크고, 새로운 틈새사업 
기회를 창출하기가 용이함 또한 틈새시장들이 
쉽게 정의됨

기업이 주도하는 광고가 주도적 고객과 기업이 함께 주도하는 광고 가지배적

높은 광고 비용 낮은 광고 비용

정보시스템이 광고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
지 못함

광고활동에서 정보시스템의 역할이 절대적임 
광고부서와 IT전문가의 통합적 활동이 중요

자료원 : 신현신, “인터넷광고에 대한 연구” 창업정보 학회지 제 9권 제1호, 2006, 30쪽

<표2> 전통적광고와 인터넷광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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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광고의 유형

  온라인 비즈니스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인터넷 비즈니가 폭 넓게 확장되

고 있지만, 모든 인터넷상의 비즈니스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온라인상의 비즈니스는 또 

다른 온라인 상의 비즈니스 실행업자와 전통적인 오프라인상에서의 경쟁자와 열한 경쟁

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마케터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

서 공동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온-오프라인 공동사업형태(crick and mortar business)로 

사업을 실행하기 보다는 자사제품을 대규모 할인함으로써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웹서퍼에 도달하기를 열망하는 광고주에게 웹공간을 판매함으로써 차이

를 형성하기도 한다.15)

 위와 같이 인터넷광고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

다 . 하지만 이것 역시 몇가지 광고 기법으로 분류가 된다.  우선 국내에서는 집객수단으로

서의 인터넷광고를 베너광고, 검색엔진, 유즈넷 뉴스그룹, 메일링 리스트, 전자구전을 분류

하고 있다.16)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인터넷광고를 베너광고 리치미디어(rechmedia),이메일 

광고 등으로 분류하였다.17)

 

멀티미디어 형식의 광고를 이르는 리치미디어, 사용자의 이메일을 통해 광고를 제공하는 

15) Kranhold, K., “Web Sites toot their Horns amidst Advertising Chill”, Wall Street Journal, 2000.
16) 정보통 최한진, “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본 인터넷광고의 효고과정”, 광고연구 47, 2000 
122-124쪽
17) 이현우 외, “인터넷과 광고”, 도서출판 한올, 2001,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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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광고는 잠재고객을 발굴할 수 있고 빠르고 효과적이며, 저비용으로 타킷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메일 광고의 범람으로 인한 태도의 약화 및 프라

이버시 정보 유출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렇듯 보는 시각에 따라 분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광고의 

유형에 대해 분류하자면, 베너광고(banner ads,:본 논문의 저자는 띠18)광고로 제안한다)

는 웹미디어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광고형의 띠를 게재하고 광고주가 원하는 웹페이

지로 하이퍼링크 시키는 형태로 현재 국내 광고시장의 80-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보

편적인 형태의 인터넷광고의 유형이다.19) 웹페이지의 특정위치에 특정한 형태로 게재되

며, 제작이 용이하고 이용자에게 노출시키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크기에 제한이 있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이용자가 접속의 속도를 높이고자 사용자 브라우저의 그

래픽기능을 오프상태로 놓으면 볼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베너광고는 제작기법에 따라 정지되어 있는 광고, 애니메이션과 같이 움직이는 광고, 자바

(Java)20)나 플레쉬(Flash)21) 기능 등 다양항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커서에 붙어 

움직이거나 정보검색과 입력기능을 가지고 있는 광고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베너광고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관심을 끄는 사이트상이나 검색엔진 웹사이트 등과 같이 사람들이 

18) 띠[명사]:옷 위로 허리를 둘러매는 끈, 주로 아이를 업을 때 쓰는 너비가 좁고 기다란 천, 너비가 좁고 기다
랗게 생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하는 띠광고로 표현함. 
네이버백과사전(http://krdic.naver.com)
19) 변시우, 변상은. “효과적인 인터넷광고 기법에 대한 연구”, 인터넷 비즈니스 연구, Vol.4, No.1, 2003, 120 쪽.
20) 썬마이크로시스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언어.
21) 인터넷 브라우징에서 보다 손숩게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를 구현하게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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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찾는 포털사이트에 주로 위치한다. 특정기업의 사이트를 이동시키기 위해 하이퍼리

크 시킨 광고를 클릭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베너광고로는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고 애니메이션과 같이 움직이게하

여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

도 일반적으로 인터넷광고 중에는 베너광고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너광고는 첫째, 이용자의 

시선을 끌기 어렵고, 특정 정보를 찾기 위해 사이트를 열람하는 이용자에게 베너를 클릭하

여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과정이 귀찮게 느껴지게 하므로 클릭률이 낮게 일어난다는 점, 

둘째, 인터넷의 하이퍼링크 특성상 광고에 깊이 있는 정보처리를 하기전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분산된다는 점, 셋째, 베너 크기의 다양함과 복잡함등의 기술

적 제작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스폰서쉽광고(sponsorship ads,: 본 논문의 저자는 도움22)광고로 제안한다.)는 웹사이트 

에서 제공되는 특정 컨텐츠의 소스나 전체 내용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미지

나 상품을 광고하는 유형이다.

 삽입광고(interstitial ads,: 본 논문의 저자는 틈새23)광고로 제안한다.)는 사용자가 웹브라

우징24)시에 현재보고 있는 웹페이지의 화면을 클릭하여 다른 화면으로 전환시킬때 원하는 

22) 도움:[명사]남을 돕는 일. 이하는 도움광고로 표현 함.
네이버백과사전(http://krdic.naver.com)
23) 틈새:[명사]버러져 난 틈의 사이. 이하는 틈새광고로 표현 함.
네이버백과사전(http://krdic.naver.com)
24) 인터넷에서 Netscape나 MS Explorer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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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 나오기 전인 막간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광고의 유형이다. 자연스러운 광고 방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볼 것을 강요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푸시광고(push ads,: 본 논문의 저자는 쉼25)광고로 제안한다)는 푸시기술(컴퓨터가 운영

되지 않는 시간에 영상, 소리, 메세지를 전송)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컨턴츠를 제공하는 것

26)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에 의해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크게 반감

을 갖지 않는다. 가입회원들에게 회원들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광고를 담아 전송하는 방식

도 넓은 의미로는 푸시형 광고라 할 수 있겠다.

 팝업광고(pop-up ads,: 본 논문의 저자는 튐27)광고로 제안한다)는 특정 페이지를 접속하

여 열게 되면 일정한 크기의 별도의 창(광고화면)을 만들어 나타나게 하는 광고의 유형이

가 자발적인 클릭보다는 물리적인 강요를 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광고 노

출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같은 내용의 광고가 접속할 때마다 팝업창

으로 뜨면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팝업창 아래에 뜨

지 않기 버튼을 만들면 불쾌감을 줄일 수 있다.

25) 쉼:[명사]쉬면서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아니함. 이하는 쉼광고로 표현 함.
네이버백과사전(http://krdic.naver.com)
26) 정보통신부 인터넷 용어 표준안(http://www.imck.or.kr)
27) 튀다: [명사]탄력있는 물체가 솟아 오르다. 이하는 튐광고로 표현 함.
네이버백과사전(http://kr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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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터넷광고의 선행연구

제1절. 광고연구의 세분화

1. 선행연구

 인터넷광고 연구 초기에는 클릭행동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고 광고 자체의 내용이

나 카페등에서 사용자의 클릭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다.28) 그러나 인터넷광고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단순히 클릭율을 향상하는 것이 아닌 광고의 과정 및 변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Brggs and Hollis(1997)는 클릭률은 소비자의 특성에 좌우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클릭이 

일어나지 않는 단순노출만으로는 광고에 대한 태도와 제품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광고된 브랜드가 소비자 지각에 즉각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쳐 브

랜드에 대한 인지, 애호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Double Click(2003)은 인터넷 클릭률은 효과적 측면에서 몇가지 단점을 가지

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첫째 실제 약 2%의 클릭률을 기록한 띠광고를 성공적으로 부르

는 현실에서 클릭률만을 통한 인터넷광고의 효과측정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

째 2%의 클릭률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광고효과의 척도로 삼을 수 없다는 것

28) Hofacker, C. F. and Murphy. J., “World Wide Wab Banner Advertising Copy Testing”, European Journal 
of Markting, 32(7) 1988, pp.703-712
29)DoubleClick, DoubleClick 2002 Full-year ad serving trend, retrieved. from http://www.doubleclick.com/
us/knowledge/documents/trend report/de 2002 adservingtrend 0212.pa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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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9) Dreze and Hussherr(2003)은 인터넷 클릭률 집계방식의 오차를 제시하면서, 본인

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터넷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오차를 제시하면서 단순한 실수에 의

한 행동을 여과없이 광고효과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30) 국내의 연구에서도 광고효과 변수에 관한 연구로 다양한 인터넷광고 효과 측

정방법을 정리하여 클릭률 이외의 효과적인 변수를 제안하였다.

 클릭률 이외의 띠광고 효과31)로 인지도 제고와 오락, 정보제공 및 구매연결을 들 수 있다. 

먼저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살펴볼때 IAB(1997)에서 실시한 인터넷광고 효과에 대한 연구

에서 나온 인터넷은 전통적인 매체에 비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표에 대한 지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Briggs and Hollis(1997) 연구

에서도 단 한번의 띠광고 노출에도 200%의 효과를 나타내 TV나 인쇄광고 효과에 필적하

는 상표 제고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락, 정보제공 및 구매연결 측면에

서 볼 때, 최근 그 자체로 독립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는 띠광고가 등장

하였다. 즉 띠광고 자체가 제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구매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사용

자의 행동에 반응하기도 한다.

 시각정보와 언어정보는 인터넷광고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끌고 기억을 향상 시키는 커뮤니

케이션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상징의 이용을 

30 Dreze, X and Hussherr, F., “ Internet advertising: is anybody watching?”, journal of Interactive Markting, 
17(4), 2003, pp.269-297.
31) Briggs. R and Hollis, N., “Advertising on the web: is there response before click-through?” Journal of 
Adverusing Research, mar./Apr., 1997, pp.33-45 
32) Burnett, J. and Moriarty, S., “Introduction to Markting Communications: An Integrated Approach,”  Pren-
tice-Hall, New Jerse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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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32)커뮤

니케이션 과정은 발신자, 부호화, 메시지, 해독화, 잡음, 피드백, 수신자로 구성된다. 발신자

(sender)는 메시지 원천(sources)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개

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부호화(encoding)란 수신자의 생각을 단어, 상징, 그림등을 이용하

여 상징적인 형태(symbolic form)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메시지는 발신자가 수신

자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정보 혹은 의미를 말하는데, 부호화는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

인 것이다. 메시지는 언어적‧비언어적, 시각적‧청각적 수단이나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33) 

해독화는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자가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잡음(noise)은 환경적 

요인들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드백은 수신자가 발신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한 동일한 상징을 이용하는것을 말한

다.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발신자는 상징을 이용함으로써 수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인터넷광고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2. 표현유형연구

 이미지를 인간의 행동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파악하

고 있다. 광고로 형성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감정과 관련된 태도와 연결된다.34) 따라서 광

고로 인해 형성된 이미지는 광고효과의 매개역활을 하며, 광고자극은 긍정적인 태도형성

33) 안광호, 유창조, “광고원론”, 법문사 2002, 120쪽
34) Burns, A. C., Biswas, A., and Babin, L., A., “The operation visual imagery as a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s”, Journal of Advertising, Vol.22, No.2, 1993,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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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고 호의적인 이미지성형에 작용한다. 광고주들은 다양한 이미지 유발전략

을 사용한다. 이미지를 자극하는 이미지처리과정을 거치는데, 처리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제안된다.35) Bone and Ellen(1992)은 사진, 구체적인 단어들, 상상할 수 있

는 지시문 등의 언어적 요소 및 시각적 요소 , 그리고 친숙성과 지식, 목표들간의 상호작용

이 이들요소에 포함된다고 하였고,36) 소비자가 광고에 의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는 시각

적 요소가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37) 따라서 광고의 사진 및 그림은 특정상표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하고 이미지를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

3. 시각정보 표현연구

 VVQ(visualizer-verbalizer questionnare)척도를 이용한 시각정보와 언어정보의 이미지 

처리과정을 측정한 연구에서 시각정보가 언어정보보다 이미지 처리과정상 긍정적인 방향

으로 효과를 낸다고 Rossiter and Percey(1978)은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시각정

보의 효과를 심도 있게 연구하였는데, 사진의 강‧약에 따른 이미지효과에서 구체적인 사진

이 덜 구체적인 사진보다 강한 시각적 이미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냈다.

Burns(1993)는 언어정보만으로 표현된 광고를 피실험자에게 노출시킨 결과 노출되지 않

35) 정정숙, “관광포스터의 언어적, 시각적 요소가 관광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
문,2002 22쪽
36) Bone, P. F., and Ellen, P., “The generation and consequence communication evoked imager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9, 1992, pp.93-104
37) 안광호, 유창조, “광고원론”, 법문사 2002,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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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언어정보가 노출로 인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

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유추하였다.

 시각정보와 언어정보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Shepard(1967)는 언어정보에 의한 기억용량

보다 시각정보에 대한 기억용량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험에서 피실험자

들에게 한 세트의 사진을 보여준 후, 본 사진과 보지 않은 사진을 비교하여 어느 사진을 보

았는지 판단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문장 세트를 읽은 후 읽은 문장과 읽지 않은 문장을 제

시하고, 재인검사를 하는 언어조건과 비교하였다. 피실험자들은 문장조건에서 11.8%의 오

반응을, 사진조건에서는 1.5%의 오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시각정보가 언어정보보다 더 우

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Standing(1973)은 유사한 실험에서 피 실험자들에게 10,000장의 사진을 보게하고 반응도

를 측정한 결과 17%에서 오반응을 보였다. 피 실험자들은 사진을 잘 기억하기는 하지만, 

기억하고 있는것은 그대로의 사진이기 보다는 사진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는 사실을 알아

냈다. 사진의 의미와 실제 사진간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실제 문장과 그 의

미간의 구분이 중요함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러 실험들은 이 구분의 유용성

을 사람들이 그림 기억에 관하여 물리적 그림이 아닌 그림의 의미를 기억하는 경향으로 지

적하고 있다. 

Mandler and Ritchey(1977)는 피실험자들에게 교실 장면을 학습하게 하고 재인검사를 하

는 실험에서 문장의 의미보다는 그림의 의미를 더 잘 기억하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세부 내

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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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정보 표현 연구

 상표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언어적 요쇼라고 주장한 Fishbein and Ajzen(1975)중 특히 

Fishbein(1963)은 다속성태도모형에서 특정상표에 대한 태도는 제품을 평가할 때 대표적

인 속성들에 대한 신념과 각 신념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38) 즉 제품속성

에 대한 신념이 태도의 유일한 매개변수가 되며 이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어적 정보보

다 정보전달효과가 크다는 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Babin and Burns(1997)는 언

어정보가 포함된 광고 문안은 이론적으로 강력한 자극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39) 즉 이

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언어적 요소는 이미지 처리과정을 자극하려는 명령을 상상하게 하

는 지시문이기 때문에 광고문안이 없는 광고보다는 이미지와 태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5. 시각정보와 언어정보 비교연구

 시각정보와 언어정보를 동시에 제시한 연구로서, Bower, Karlin and Dueck(1975)은 그

림 기억의 우수성과 그림에 붙인 해석과의 관계에 관한 실험에서 그림 기억의 우수성이 사

람들이 그림에 붙인 해석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림에 대한 기억은 그림을 

의미있게 해석하는 피실험자의 능력에 많이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38) Fishbein, M.,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m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ssachu-
setts: Addison-Wsley, 1975. pp.233-240
39) Babin, L. A. and Burns. A, C., “Effects of print ad pictures and copy containing instructions to imagine on 
mental imagery that mediates attitudes”, Journal of Advertising, Vol.26 No.3, 1997,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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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ers(1985)등40) Edell and Staelin(1983)은 시각적 요소에서 언어적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였다.41) 특히 Childers 등의 논문에서는 시각적 요소는 언어적요소와 함께 제시될 

때 상표에 대한 기억강화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백금남(1992)은 광고자극형태에 따

라 고관여‧저관여 제품에서 남‧여간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정정수(2002)는 언어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에 따라 관광지 이미지의 태도가 변화한다고 하였다.

 Roland & Friberg(1985)는 생리적 표상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시각 표상과 언어

표상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Posner(1988)은 양전자방출단층사진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PET)을 이용하여 다양한 피질 영역에서 일어나는 혈류의 변화를 측정하였

다. 단어의 시각적 지각과정과 단어의 의미처리과정이 뇌의 상이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

음을 보여준다.4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정보와 시각정보는 뇌의 상이한 부분에

서 처리되며 시각정보가 언어정보에 비해 기억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 Childers, T. L., Houston. M. J. and Heckler, S. E., “Measurement of individual in difference in visual versus 
verbal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2, 1985, pp.125-134
41) Edell, J, A., and Staelin, R., “The information processing of pictures in print advertisements”, Journal of 
comsumer research, Vol.10, 1983, pp.45-61
42) John Robert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tications 4th ed., W. H. Freeman & Company, 
1995, 이영애 옮김 “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116-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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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간 인터넷광고의 표현유형 비교

 전통적 매체와 전혀 다른 특성상의 차이를 보이는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적 요소로 

인하여 국가간의 장벽을 허물 수 있고, 글로벌화가 가능해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게 하고, 

동질적 여건을 확대 시킴으로써 인터넷광고의 표준화가 가능해진다고 Mueller(1987)는 주

장했다. 하지만 김은희(2003)은 문화와 기술적 요인에 따른 국가간의 상이성(Oh and Cho, 

1999: Chung and Ahn, 1999)에 근거하여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에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문화적 요소 뿐만 아니라 문화외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

터넷광고를 실행하는데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 중국, 미국 세국가 

각각의 정보문화특성과 온라인 마케팅 환경이 인터넷광고 표현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과 중국 같은 동양 문화권의 유사한 문화적 특성

을 지니지만, 정보문화와 온라인 마케팅 환경의 특성면에서 서로 다르며, 한국과 미국은 유

사한 정보문화와 온라인 마케팅 환경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각기 다른 동양문화와 서양

문화로 서로 상충된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과 미국은 문화특성과 온

라인 마케팅 환경의 특성이 모두 큰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화적요소와 문화외적 요

소는 국가별 인터넷광고의 표현전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43)

 Simon의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문화적 차이와 표현전략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심리적 

소구에 의한 동기유발과 상징적 연상은 주로 동양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서양문

43) 김은희, “인터넷광고의 표현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중국, 미국 3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
권 호, 2003,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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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권에서는 정보와 논증 전략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김유경(1996)은 주장44)하였으며 김

유경과 김은희(2001)는 아시아-태평양 광고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논증, 심리적 소구, 구

매습관과 같은 소구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홍콩과 말레시아는 정보소구 전략, 인도네이

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 편의 소구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45)

 이상과 같이 국가간 인터넷광고의 표현유형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광고는 각 나라의 문화

적 영향에 따른 표현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김유경 외, “한국 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정보화 시대의 매체정책과 문화정책”, 한
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공동세미나, 1998,61-102쪽
45) 김유경, 김은희, “인터넷광고의 국가간 비교연구-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을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가
을호, 제15권 3호, 2001, 4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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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터넷광고의 시각적 표현방법

 표현방법은 광고에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형식을 의미한다. 즉 정보를 전

달하는 방법론적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광고메세지를 어떻게 표준화 또는 차별화 할 것인

가 하는 테크닉 위주의 집행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차별화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광고 메시지의 전략적 접근을 의미한다.46)

 Frazer(1983)는 표현전략을 광고메시지의 일반적인 본질과 특성을 규정해 주는 지도 원

리 또는 기법이라고 기술하고 분석범주를 포괄성, 선점, USP, 상표이미지, 포지셔닝, 반응

유도, 감정적 소구로 구분하였다.

 표현전략의 체계를 제품식별, 제품혜택의 인식, 사진의 활용, 생활단면의 묘사, 유머 애니

메이션 등 6개 유형으로 나누고 15개국의 다국적 브랜드의 비교연구에 Synodinos, Keown 

and Jacobs(1989)는 적용47) 하였고, Taylor(1999)는 6개 영역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유

형과 메시지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제시하고 정보소구전략과 이미지광고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광고표현방법등을 고려하고 종합하

여 광고의 형태, 위치, 크기, 표현, 제시형태, 카피요소, 소구점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자 한다.

46) Ramaprasad, J., and Hasegawa, K., “Creative Strategies in American of Westernization in Japanese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zing Research, 1992, pp.59-67
47) Synodinos, N, E., Keown C. F., and Jacobs L. W., “Transactional Advertising Practices: A Survey of 
Leading Brand Advertiser in Fifteen Countrie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29(2), 1989,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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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인터넷광고 형태 가로형 

<그림4> 인터넷광고 형태 세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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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인터넷광고 형태 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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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광고의 형태

 인터넷광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광고의 개념은 띠광고를 말하며, 이는 

국내 전체광고 시장의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회사마다 다양한 포멧을 가지고 있

어 주로 애니메이션 GIF, Flash등을 이용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48) 이러한 

띠광고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을 활용한 광고에 대하여 한국인터넷마케팅협의회 광고규격

표준안에 따르면 노출형 광고 분류 기준을 가로형, 세로형, 떠있는 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로형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3:2, 즉 가로대비 세로값이 1.5 

이상을 말하며, 세로형 광고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2:3, 즉 가로대비 세로값이 0.67이하

이고, 네모형 광고는 비율 이하의 가로형 세로형 광고를 말한다. 또한 떠있는 광고는 레이

어로 분리되어 컨텐츠 위에 보여지는 광고를 말하며, 팝업‧팝언더 광고는 웹사이트와 별개

의 창을 생성하여 원래 사이트 위나 아래에 노출되는 광고를 말한다.49) 따라서 광고를 형

태별로 분류해 보면 가로형, 세로형, 네모형, 그리고 팝업형, 팝언더형 특수베너형등의 기

타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48) 변시우, 변정은, “효과적인 인터넷광고 기법에 관한 연구”, 인터넷비지니스연구, 제4권 제1호, 2003,119-
131쪽
49) 한국인터넷광고협회(http://www.imck.or.kr),200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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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광고의 위치

 일반적으로 레이아웃은 디자인, 광고 ,편집에서 문자, 그림, 기호, 사진 등의 구성요소를 제

한된 공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일 또는 그 기술을 말한다. 하지만 인터넷광고의 위

치는 웹상에서 위치상의 레이아웃을 말한다. 즉 웹상에서 광고를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아웃의 구성요소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고, 기본조건인 주목성, 가

독성, 명쾌성, 조형성, 창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조합에 있어서는 각 구성요소의 

독자적인 역할과 함께 전체로서의 통일된 질서 감각이 있는 레이아웃, 또 목적에 알맞은 것

이 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50)

 수신자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 외관을 만들어주고, 눈을 원만하게 하며, 주위를 환기

시키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강조해야하는것이 인터넷광고의 위치선정에 대한 주안점이라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인터넷광고의 위치선정에 대한 연구로서 미국 인터넷 기업인 더블클

릭의 인터넷광고를 위한 Top 10 Tip에 따르면, 페이지를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화면에 있

는 베너를 클릭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공간에 베너를 게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미시간 MBA과정 학생들이 실시한 베너의 위치에 따른 클릭률에 대

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의 

클릭 비율이 페이지의 왼쪽 베너에 비해 228%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보다 오른쪽 아래

에 위치한 베너가 마우스 사용자들이 클릭할 때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페이

50) 네이버백과사전(http://100.naver.com)
51) 이현우 외, “인터넷과 광고”, 도서출판 한올, 2001,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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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왼쪽으로 부터 1/3 정도 지점에 베너를 위치시키는 것이 왼쪽에 위치하는 것보다 77%

나 높은 클릭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아래로 1/3정도 내려둔 베너가 이용자의 시선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마우스 포인트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51) 그리고 페이지의 왼쪽에 위치하는 것과 페이지의 왼쪽과 아래쪽에 베

너를 두는 것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 실험에서 베너의 위치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곳에 위치할 때 높은 클릭률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그림6> 인터넷광고 위치 (가운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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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인터넷광고 위치 (오른쪽 위)

<그림8> 인터넷광고 위치 (오른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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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인터넷광고 위치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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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광고의 크기

 인터넷을 활용한 광고는 웹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게재되기 때문에 한번 광고를 집

행할 때 동일 광고를 크기별로 여러개 제작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동일한 비주얼 컨셉으

로 표현할 수 없는 크기를 제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NAA52)

와 IAB53)와 CASIE54)는 공동으로 광고 형태에 대한 표준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표6>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구 분 크 기 명 칭

1 468 × 60 Full Banner

2 234 × 60 Half Banner

3 88 × 31 Micro Bar

4 120 × 90 Button 1

5 120 × 60 Button 2

6 120 × 240 Vertical Banner

7 125 × 125 Squre Button

8 728 × 90 Leader board

<표3> Banners and Buttons

구 분 크 기 명 칭

1 300 × 250 Medium Rectangle

2 250 × 250 Square Pop-up

3 240 × 400 Vertical Rectangle

4 336 × 280 Large Rectangle

5 180 × 150 Rectangle

<표4> Rectangles and Pop-Ups

구 분 크 기 명 칭

1 160 × 600 Wide Skyscraper

2 120 × 600 Sky scraper

3 300 × 600 Half page Ad

<표5> Skyscrapers

자료출처 : http://www.iab.net/standards/adunit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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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he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의 약어.
53) Interactive Advertising의 약어.
54) The Coalition for Advertising Supported Infornation and Entertainment의 약어.
자료출처 : http://www.iab.net/standards/adunits.asp

번호 광고유형(한글) 광고유형(영문) 가로 세로 우선권고

1 세로형 Sky Scrapper 90 170 우선

2 세로형 Sky Scrapper 100 400 우선

3 세로형 Sky Scrapper 100 260 우선

4 세로형 Sky Scrapper 120 600 우선

5 세로형 Sky Scrapper 140 250 우선

6 세로형 Sky Scrapper 140 400 우선

7 세로형 Sky Scrapper 150 500 우선

8 세로형 Sky Scrapper 150 600 우선

9 세로형 Sky Scrapper 160 600 우선

10 세로형 Sky Scrapper 190 350 우선

11 떠있는 Floating 350 350 우선

12 떠있는 Floating 500 300 우선

13 떠있는 Floating 800 370 우선

14 네모형 Rectangle 175 130 우선

15 네모형 Rectangle 240 240 우선

16 네모형 Rectangle 250 250 우선

17 네모형 Rectangle 300 250 우선

18 네모형 Rectangle 350 300 우선

19 네모형 Rectangle 400 300 우선

20 가로형 Wide 180 80 우선

21 가로형 Wide 280 120 우선

22 가로형 Wide 360 115 우선

23 가로형 Wide 390 100 우선

24 가로형 Wide 390 90 우선

25 가로형 Wide 400 140 우선

26 가로형 Wide 590 350 우선

27 세로형 Sky Scrapper 80 540 허용

28 떠있는 Floating 595 180 허용

29 떠있는 Floating 730 210 허용

30 네모형 Rectangle 180 400 허용

<표6> 정보통신부 표준규격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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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광고유형(한글) 광고유형(영문) 가로 세로 우선권고

31 네모형 Rectangle 230 210 허용

32 네모형 Rectangle 450 400 허용

33 가로형 Wide 186 100 허용

34 가로형 Wide 220 95 허용

35 가로형 Wide 235 60 허용

36 가로형 Wide 425 100 허용

37 가로형 Wide 500 250 허용

38 가로형 Wide 540 90 허용

39 가로형 Wide 545 45 허용

40 가로형 Wide 700 90 허용

41 가로형 Wide 790 60 허용

자료출처 : 한국 인터넷광고 마케팅협회, 2006

<그림10> 인터넷광고 크기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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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인터넷광고 크기 1/2

<그림12> 인터넷광고 크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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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인터넷광고 크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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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광고의 표현 요소

 인터넷광고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그리고 광고가 가지는 주된 특성을 근거로 삼

는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광고 분류기준은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 주된 요소가 되

는 그림형태와 문자가 주된형태의 광고, 그리고 그림과 문자가 혼합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이 사용된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Rossiter(1981)는 일

러스트레이션(pictorial illustration)이 소비자의 시각적 주의를 더 끌 수있는 중요한 요

소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Rossiter and Percy(1997)의 연구에서는 그림이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구성요소이며 주의를 끄는데 효과적이라 하였다. 또한 Wells, Burnett and 

Moriarty(2000)등은 Illustration이 광고에 주목하게 하는데 강력한 요소라고 이야기 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광고의 대표유형이라 할 수 있는 띠광고의 경우 468×60픽셀 크기의 띠

를 이용하여 원하는 광고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광고가 게재된 페이지의 로딩속도를 감안하

여 광고 파일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칼라나 레이아웃 등의 디자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풍부하게 표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과 메시지 전달능력을 극복하기위해 새로운 형태의 리치미디어 광고기법이 

시도되는데, 이는 소리, 화상, 동영상, 멀티미디어, 고객과의 직접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및 인터넷용 소프트웨어 기술로부터 웹브라우져의 기능 내에서 애니메이션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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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및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광고를 포괄한다.55) 넓은 의미의 리치미디어

는 단순히 텍스트나 그래픽,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사운드, 멀티미디어, 상호작용성을 

지원하는 인터넷광고 환경을 말한다.

5. 인터넷광고의 제시형태

 인터넷광고의 제시형태 문제는 평면적 제시형태와 영상적 제시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평면적 제시형태는 이미지나 텍스트로 표현이 되며, 영상적 제시형태로는 애니메이션 플

래시인 화면전환 제시, 동영상 및 3D베너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 광고에 비해 더욱 다양한 표현 양식과 제시형태의 특성을 지닌 새로운 형

식의 인터넷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즉 기존의 GIF나 JPEG포멧의 단순한 화면전환에서 

DHTML, Java, Shockwave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키워드 광고나 

인터넷 PPL광고, 아바타 광고 등의 새로운 형식을 고안함으로써 광고의 표현양식에서도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형식을 구현하고 있다.56)

 한편 인터넷광고의 제시형태에 대해 홍종필(2001)은 인터넷에서 시도되는 동영상기법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기존의 띠광고와 비교하기 위해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동영상광고가 

기존의 띠광고에 비해 여러 광고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밝혔다.57) 연구내용을 살펴보

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실제 환경에서 단일 노출만으로도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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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동영상 광고를 기존의 띠광고에 비해 잘 인지하였고, 동영상 광고의 브랜드를 잘 기

억하였으며,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브랜드 관련메시지를 잘 기억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는 동영상 광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으며, 광고에 대한 행동

적 반응인 광고 클릭률에서도 동영상이 포함된 광고가 더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55) 김동준. 멀티미디어, “쌍방향성 구현된 베너광고의 대안 리치미디어”, 광고정보, 2000. 7. 20-25쪽. 
56) 김지호, 김재휘, “인터넷광고의 효과과정에 대한 연구: 자극성과 회피성을 중심으로”,광고학연구, 제14권 3
호, 2003,165-190쪽
57) 홍종필, “인터넷 동영상 광고의 효과에 광한 연구”,광고연구 제52호. 2001. 137-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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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터넷광고의 소구

1. 인터넷광고의 소구유형

 광고의 소구유형은 이성적 소구유형과 감정적 소구유형으로 나뉜다. 이상적 소구유형은 

인지적 정보처리에 호소하고, 감정적 소구유형은 다양한 분위기와 정서에 호소한다.58)

 이성적 소구에서는 상품의 기능적 가치와 속성을 바탕으로 품질과 장점을 강조하는 광고

가 주를 이루며 광고의 처리과정이 논리적이다. 예를들면, ‘이 제품을 사면 이런 이익이 돌

아간다.’ 라는 식의 계산이 성립되었을 때 제품을 소구하는 것이 이상적 소구의 전형이다. 

 

 이성적 소구는 주로 전달하는 정보의 유익성과 편익 및 품질, 가격, 성능 등을 내세워 소비

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호소하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제공하거나 차별화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소구방식을 갖고 있다. 즉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실용적, 기능적, 실리적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브랜드를 소유함

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을 제시하는 것이다.59)

 

 감정적 소구는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 보다는 다양한 분위기와 감성, 이미지들을 제

시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 내는 것이

58) Belch, G. and Belch, M., “Advertising and promotion: an integrated markting communications perspec-
tive”, 5th ed., Irwin: Mcgraw-Hill, 2001
59) 하환호, 이영일. “시장지위를 고려한 제시순서와 소구유형이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제 
16권 4호, 2005, 155-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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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정적 소구는 한국광고학회(1996)가 발간한 광고용어 표기 및 정의에 따르면 ‘광고 메

시지에서 아름다움, 성, 권위 등 소비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상징적 욕구나 욕망에 호소하

는 것’60)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 즉, 개인의 감성에 소구하는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61)

 

 감정적 소구는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지고 구

매의도로 직접 연결된더는 점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면서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추

세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자사상품 사용 경험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기 위해 감정적 소

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광고의 형태를 이성적 소구로 실행하는가 또는 감정적 소구로 실행하는가는 광

고의 주목방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관여도, 충성도, 친숙도에 띠리사 이성적 소구와 

감정적 소구로 다르개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터넷광고의 소구유형 효과

 사용자의 주의를 끌어 광고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에 긍정정인 영향

을 주기위해 일반적으로 광고의 소구목적을 들고 있다. 인터넷광고에서도 소구목적은 동

일하다. Mcguire에 의하면 이들 소구방법은 각 조건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갖는다. 감정적 

60) 한국광고학회, “광고용어표기 및 정의”, 1996, 154쪽 
61) 이민영, “문화콘텐츠의 소구유형에 관한 연구”, 디자인과학연구, Vol.7, No.1, 2004,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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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에서 유머는 수용자들에게 즐거운 기분을 조성하여 저항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메시지

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성적 소구방법은 메시지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

해도를 높여줌으로써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광고 소구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로, 먼저 Petty, Ca-

cioppo(1984)는 정교화가능성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에서 관여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해 소비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 광고정보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 정

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달형 광고가 효과적인 반면, 관여수준이 낮은 상품에서는 피상적 단

서를 통한 추론 또는 조건형성 들의 단서를 이용하므로 상품주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미지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62)

 또한 Nelson(1974)은 상이한 품질의 상품들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광고는 품질에 대한 신

호가 될 수 있고, 상품이 갖는 특성에 따라 효과적이 광고 유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63)

Raj(1983)는 브랜드 충성도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광고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는데,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정보전달

형 광고를 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집단에는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광고를 해야 한

다64)고 하였다.

62) Petty, R. E., and Cacioppo, J. T., “The Effects of Involvement on Responses to Argumenet Quantity and 
Quality: Cental and Peripheral Routes to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hychology, 46, 1984, 
pp.69-81.
63) Nelson, P., “Advertising as inform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July-August 1974, pp.87-131
64) Raj, S. P., “The Effect of Advertising on High and Low Loyalty Consumer Segment” ,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1983,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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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광고태도

1. 소비자 태도의 개념과 특성

 소비자 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Gorden Allport(1985)는 태도는 한 대상이나 혹은 대상의 계층에 대하여 일관되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선유경향(predisposition)65)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66)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단기간 내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유지됨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태도가 사라진 듯 하다가 기업의 마케팅활동과 같은 어

떤 자극에 의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둘째 태도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학습됨으로써 형성된다. 즉 태도는 후천적으

로 대상에 대한 정보나 혹은 어떤 경험에 기안하여 형성된다. 태도는 일상적인 구매경험을 

통해서도 형성되기도 하지만, 외부의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도 변경될 수 있다.

셋째, 태도는 방향성과 강도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극성은 제품에 대

한 평가나 판단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제품을 사용할 때 얻은 보상이나 처벌에 기인할 수

도 있다. 

넷째, 태도는 정신적인 상태이므로, 외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질문 등의 방법을 통해 

65) Gorden W, Allport, “Attitudes” in C. A, Murchinson, 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igy,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1985. p.798
66) 임종원, 김재일, 홍성태, 이유재, “소비자행동론”, 경문사, 2002,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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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측정하여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태도 측정에 어려움을 갖

게 한다. 

다섯째, 태도는 특정 상황 하에서 발생한다. 즉 태도는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데,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태도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상활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태도의 개념과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태도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며, 대상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행동을 산출한다는 의미로 귀결할 수 있다. 특히 구매행동

과 관련하여 행위를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다. 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 

구매행위를 이용하여 관련 제품범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결국 행동은 

태도를 추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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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태도의 구성요소

 인지(cognition), 감정(affection), 의도(conation)의 세부분으로 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견

해를 보고 있다. 즉 태도를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보며, 하나의 단순한 차원인 전반

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67) 위의 견해는 사람이 가지는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태도는 세가지의 중요한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한 사람이 가지는 어느 대상에 대한 태도의 형성은 대상에 대한 지식과 

신념에 근거하며, 그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에 따라 대상에 대한 어떤 종류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인지(cognition)는 일반적으로 어

의적인 연결망(semantic network)으로 구성된 하나의 신념체계로서, 대상에 대한 생각

(knowledge) 곧 믿음(beliefs)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이란 대상이 존재하는지 아닌

지 혹은 실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와 같은 기대를 뜻한다. 감정(affection)은 한 사람이 대

상에 대해 가지는 느낌으로 느낌이나 기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상징되거나68) 

정서(emotion)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69) 

67) Sheth, Jagdish N., Banwari Mittal, and Bruth I. Newman, Customer Behavior: Customer Behavior and 
Beyond, The Dryden Press, 1999, p.389.
68) Batra, Rajeev., and L. Michael Ray, “Affective Response Mediating Acceptance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3, 1986, pp.234-249.
69) Burke, C. Marianne and A. Julie Edell. “The Impact of Feelings on Ad-Based Affect and Cogni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89, pp.69-83.
70) Stayman, M. Douglas M. and David A, Aaker, “Are All The Effects of Ad Induced Feelings Mediated by 
A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2, 1985,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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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man and Asker(1988)는 느낌(feeling)을 대상과의 접촉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주

관적인 감정 상태로 규정70) 하고 느낌(feeling)을 대상에 대한 평가적 개념하고는 다른 관

계로 보았다. 기분(mood)은 감정(affection)보다 약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71)되며 정

서(emotion)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촉발된 사후상태를 나타내는데 비해 기분(mood)은 자

극이나 대상에 접촉하기 전부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전상태를 나타낸다.1) 

그리고 의도(conation)는 사람이 대상에 대하여 취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의 태도에 대한 일차원적 견해(unidimensional view)에 의하면 전통적 견해의 세가지 구

성요소 중 감정(affection)만을 태도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요소는 태도와 관련이 있지만 

다른 개념으로 보고있다.

71) Holbrook, B, Morris and Rajeev Batra, “Assessing the Role of Emotions as Mediators of Consumer Re-
sponses to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4. 1987, pp.4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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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태도의 접근방법

 소비자태도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어의판별접근법과 인지반응접근법이 적용되어왔

다. 어의판별접근법은 양극에 형용사 척도를 평정하게 하는 어의차별척도(semantic dif-

ferential scale)를 주로 사용하였고, 인지반응접근법에서는 태도대상에 노출되는 동안

의 인지적 반응을 자유롭게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언어프로토콜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들 두 접근법은 모두 태도대상에 대한 평가와 선호가의

미판단의 결과로 형성된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지적정보처리과정이 태도형성에 

선행한다는 가정을 근거로 한다. 최근에 소비자태도에 관한 연구로 Bazozzi(1999)등은 태

도구조와 영향과정에 관한 인지적 접근방법이 대상에 의해 유발되는 소비자 감정을 고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다고 하였으며,72) Batra and and Ray(1986)는 

태도측정치가 인지반응에만 의존하고 있어 감정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73) 또

한 Mitchell(1986)는 감정이 태도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

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 형성되는 감정의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에 Zajonic(1980)은 감정적 반응은 상세하지만 속도가 늦은 인지체재와는 

달리 빠르고 개략적인 감정체계가 시간적으로 선행할 수 있고, 또한 감정적 과정은 인지적 

노력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는 이후 언어와 감정의의 독립적 

영향력에 관한 두연구를 촉발하였다.

72) Bagozzi, P. Richard, Gopinath, Mahesh., and Nyer, U. Prashanth., “The Role Approach to Making Retail 
Store Environmental Decisions”, Journal of Retarting, Vol.68, 1992. pp.445-460.
73) Batra, Rajeev., and Ray, L. M., “An Experimental Approach to Emotions in Marketing”, Journal of Acad-
emy of Markting Science, Vol,27, No2, 1992, pp.4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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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태도의 형성

 사람들은 대상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태도의 형성에 대해 인

지적 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

은 대상에 대해 정보를 받고 이것을 기존의 신념(beliefs)과 연합(associstion)하여 해석함

으로써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신념은 대상에 대한 인지나 사고 또는 기대를 의미하는 것

으로 사람은 외부의 정보, 경험, 추론등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해 여러가지 신념을 형성하

지만 구매행동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시에는 자신에게 가장 부각되는 부각적 신념(salient 

belief)을 통해서 태도를 형성한다.

 한편 다속성태도모델에 의하면 태도의 형성은 대상이 여러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들이 가지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념은 대상의 크기와 모양, 성능 등과 같이 속성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74) 따라서 피시바인모델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전

반적인 태도는 그 대상의 여러가지 속성에 대한 신념과 느낌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이

유로 피시바인모델을 다속성태도모델이라고 말한다. 피시바인모델을 함수식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74) Fishbein, Martin,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Vol.16, 1963, pp.2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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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 대상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n object) 

Bi : 속성 i 에 대한 신념의 정도(strength of beliefs)

Ei : 속성 i 에 대한 평가(evaluation)

n : 부각적 신념의 수(salient belief)

 이 식을 통해 살펴볼때 대상에 대한 태도는 속성 i 에 대한 신념의 강도와 속성 i 에 대한 

평가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시바인 다속성태도모델은 몇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태도와 행동간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가 가지는 부랜드에 대한 태도는 소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고, 둘째, 태도를 형성할 때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려는 

시점사이에 통상적 시간간격이 존재한다. 그 시간 사이에 기대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개입

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대상에 대한 막연한 태도와 이런 대상에 대해 구

체적으로 행동 하려는 태도는 구별 되어야 하며, 넷째, 행동은 종종 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들 수있다.75)

 로젠버그모델에서 Milton Rosenburg는 인지적 일관성 이론을 토대로 이론을 제기하였

다. 이모델은 다음과 같은 함수식으로 표현된다.

75) 김영이, “인터넷 백화점과 사이버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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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 대상에 대한 태도

Ij : 특정가치 j 의 중요도

Vj : 특정가치 j 를 획득하는데 대사의 수단

n : 가치의 수

 이 모델에 따르면 대상이 다양한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가치의 관계적 중요

도에 의해 가중됨으로 태도를 평가하였다.

 다속성태도모델은 사회적 규범의 상관없이 전체적인 태도모델에서 이점을 가진다. 전체

적인 태도 측정에서는 소비자의 태도가 단지 호의적인가 아니면 비호의적인가만을 알 수 

있지만, 태도가 형성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속성태도모델에서 소비자태도의 

근거가 되는 신념은 무엇이며, 그런 신념은 가중치를 어떻게 두어 전체 태도를 산출했는

지 알 수 있다.

 다속성태도모델은 마케팅간리자에게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다속성태도모델은 통해 경쟁제품과 동시비교가 가능함으로 경쟁관계를 분

석할 수 있다. 주요 경쟁사와 자사가 소비자로부터 중요하게 인식하는 속성을 확인하고, 그 

속성별로 소비자의 태도를 확인함으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경쟁사보다 소비자의 태도

가 아래에 있는 속성은 브랜드를 개선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도록하고 경쟁사보다 우

위에 있는 속성은 부랜드의 성과를 유지하여 소비자들이 이 특정 속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비교광고 전략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경쟁사의 긍정적인 면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쟁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시장세분화에 이용할 수 있다. 다속성태도모델은 특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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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중요도, 즉 속성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을 반영하는것으로 시장세분

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다속성태도모델을 통하여 속성에 따라 제품을 평가해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속성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76)

 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는 수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태도와 환경과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 언제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태도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먼저 태도와 행

동과의 관계 여부에서 모순된 증거를 발견하였다. Corey(1937)는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와 

실제 부정적인 행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제, 여기에서 태도와 행동간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77) 두번째로는 태도와 행동간에는 언제 예측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

구자들은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가 강한지 약한지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아래와 같은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asio and Ewoldsen(1994)는 행동이 일반적인가 아니면 구체적인가 

하는 글고 태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가 아니면 갖지 않는가 하는 행동의 품질(quality 

of the situation), 태도가 개인에 미치는 명백한 영향으로 그 자체의 품질(quality of the 

attitude itself)등 조절변수의 의의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78) 마지막으로 태도가 어떻

게 행동에 미치는가는 많은 연구대상이 되었다. 소비자행동에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도의 반응을  이해해야한다. 연구자들은 태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

부분 설문지에서 행동의 질문에 따르는 태도의 질문을 잘못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76) 박승환, 최철재, “소비자행동의 이해, 대경출판사, 2005, 131쪽
77) Corey, S. M, “Professed Attitude and Actual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6, 
1999, pp.124-148.
78) Fazio, R. H, and Roskos-Ewoldsen, D. R, “Acting as We Feel, in S,. Shavitt and T. C. Brook”, ed., Persua-
sion: Psychological Insights and Perspective, Boston: Ally and Bacon, 1994, pp.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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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ernet A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roducts / 제품특징에 따른 인터넷광고에 관한 연구

5. 인터넷광고의 태도

 인터넷광고의 태도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노출을 통해 특정 광고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

기는 소비자의 평가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웹상에서 나타나는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태도와 관련해 웹태도와 웹사이트 태도의 의미

는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웹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심리적으

로 내재화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인 반면, 웹사이트 태도는 개별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소

비자의 심리 속에 내재화된 종합적 평가를 일컫는 말이다.79)

 소비자가 어떤 제품광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광고태도와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것처

럼, 웹사이트에 노출된 소비자는 광고 태도와 사이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처럼, 웹사

이트에 노출된 소비자는 광고태도와 사이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웹태도와 관련

해서는 주로 웹태도의 이론적 개념화, 웹의 사회적, 상업적, 교육적 효과와 관련한 태도, 웹

태도의 측정과 척도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웹사이트태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80)

 한편 인터넷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고효과와 측정이 요구된다. 광

고효과의 측정은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한데, 이두희(1997)는 광도에 대한 

태도, 브랜드에 대한태도, 구매의도 등을 사용할 수 잇다고 하였다.81) Shirmp(1981)의 정

서전이가설82) 이나 Mackenzie and Lutz(1998)의 광고태도를 비롯한 변수간의 구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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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설명하는 경쟁적 모델83)에서 광고에 대한 태도는 트랜드 태도로 전달되고, 이는 다시 

구매의도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한국광고단체협의회(1997)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태도에 관한 조사에서 전체응답자의 절

반이상이 인터넷광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59.7%)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낀다(52%)고 응

답했지만, 인터넷광고에 대해 신뢰한 응답자수는 39.6%에 불과했다. 또한 띠광고 접속실태

와 관련해서 상품이나 기업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띠광고를 클릭한 비율이 응답자의 40.6%

를 차지해 인터넷광고의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9) 강미선, “웹태도와 광고태도, 사이트태도의 인과성 연구”, 광고학연구 제14권 2호. 2003, 39-59쪽.
80) Balabanis, G. and Reynolds, N. L., “Consumer Attitudes Towards Multi-Channel Retailer’s Web Sites: the 
Role of Involvement, Brand Attitude, Inernet Knowledge and Visit Duration”, Journal of Business Strategies, 
18(3), Fall 2001. pp.105-132.
81) 이두희, “인터넷 마케팅과 광고: 통합적 접근”, 광고학연구. 8(1), 1997, 195-214쪽.
82) Shimp, T. A,, “Attitude toward the Ad as a Mediator of Consumer Brand Choice”, Journal of Advertising, 
10(2), 1981, pp.9-15.
83) Mackenzie, S. B. and Lutz, R. J.,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structure antecedents of attitude the 
Ad in an advertising pretesting context”, Journal of Marketing, 53. 1989. pp.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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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터넷광고의 표현분석

제1절. 연구의 기초과정

1. 연구모형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기업의 인터넷활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도 다양한 인터

넷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여러가지 인터넷광고가 집행되고 또 사라져 가고있다.84)

 효과적인 인터넷광고를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있다. 형태, 위치, 크기, 표현요

소, 제시형태, 카피요소, 관점, 구성, 시간요소, 판매지향점, 감정소구 등의 표현방법, 표현

효과 및 태도에 대해 제품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해 각각 

요소들에 대해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변수선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적 일간지와 관련업체 연합체인 NAA(the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와 L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와 CASIE(the coalition for adver-

tising supported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가 공동으로 제시한 인터넷광고 형태

에 대한 표준권고안에 근거하였다.

 인터넷광고의 크기에서 Troldahl and Hones(1965)는 광고의 크기는 광고주목률 크기를 

설명86)한다고 하였고, 인터넷광고의 위치에서 남상신(1997)은 인터넷광고의 위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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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률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화면의 레이아웃에 따라 광고에 영향85)이 있다고 

이석지(2000)이 확인한 바가 있다. 

인터넷광고에서 표현요소로 그림과 언어, 그림과 문자의 혼합형태로 볼 수 있는데, Edell 

and Staelin(1983), Childer(1985)은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의 조화를 광고표현에 관

한연구에서 강조하였다. 특히 Childers(1985) 등은 시각적 요소는 언어적 요소와 함께 제

시될 때 상표에 대한 기억강화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광고의 카피에서 Babin and Burns(1997)는 언어정보인 문자가 포함된 광고문안

은 이론적으로 강력한 자극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광고문안이 없는 광고보다 있는 광고가 

이미지와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인터넷광고의 구성에서 고광필

(2002)과 류시천(2002)은 정보전달요소는 정적요소와 동적요소로 구분된다고 구성된다

고 하였다. 

인터넷광고의 소구유형에서 김지호, 김재휘(2003)는 광고의 소구 유형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터넷광고의 표현효과에서 

Hoffman and Novak(1996)은 표현효과를 측정대상과 특정 범주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효

과측정 대상으로 웹사이트의 어느 부분으로 측정하였는지에 대해 측정수준을 비클, 페이

지, 광고로 나누었다. 하지만 디자인관점에서 광고에 표현된 효과는 광고제작에 중요한 요

84) 안성혜, “국내인터넷광고의 유형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3호 Vol.16, No.3, 
2003, 242쪽
85) 이석기, “광고메체로서의 인터넷신문: 5대 전국일간지를 중심으로 한 노출효과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제
48권, 2000, 45-58쪽.
86) Trosdahl, V. and Hones, R. “Predictors of newspaper advertisement readership”,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5, August 1965,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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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보아 직접-간접, 진지-경솔, 이성-감성, 단순-복잡 즐거움-지루함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넷광고의 태도에서 Mittal(1994)은 광고를 보는 관점에 따라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광고에 관한 인식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터넷광고의 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별

로 형태, 위치, 크기, 표현요소 , 제시형태 카피요소, 관점, 구성, 시간요소, 판매지향점, 소구

점 등의 표현방법, 표현효과, 분위기, 강조점, 태도 등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14>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제품유형

광고태도

표현방법

형태

위치

표현요소

제시형태

카피요소

관점

구성

시간요소

판매지향점

소구점

감성소구

표현효과

직접적-간접적

진지함-경솔함

이성적-감성적

단순함-복잡함

즐거움-지루함

분위기

현실적-이상적

사실적-풍자적

적극적-소극적

강조점

칼라

구성

개념적요소

디자인

설명

<그림14>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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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조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렉토리 유형과 제품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광고는 일반적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5개 포털사이

트(NAVER, DAUM, YAHOO, EMPAS, NATE)에서 대표적인 인터넷광고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띠광고, 도움광고, 틈새광고, 쉼광고, 튐광고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디렉토리는 포털

사이트 초기화면에 기재된 검색유형으로 23개 디렉토리를 10개 집단(교양오락, 개인금융, 

가정용 전기전자, 지식검색, 교육, 유통, 의약건강, 출판, 생활, 기타)으로 분류하였고, 제품 

및 서비스 유형은 사용자가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업종별로 16개 집단(교양오락, 금융, 가

정용 전기전자, 관공서/단체, 수송기기, 유통, 컴퓨터주변기기, 음료/기호식품, 제약/의료, 

인터넷, 화장품세제, 출판, 서비스기타, 건설/건재/부동산, 생활잡화, 패션/의류)으로 구분

하였다. 디렉토리 유형별로 형태, 위치, 크기, 표현요소, 제시형태, 카피요소, 관점, 구성, 시

간소요, 판매지향점, 소구점, 표현효과, 분위기, 강조점, 태도 등과의 관계를 평균분석방법

으로 평균값을 비교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로 동일한 종속변수와 관

계를 평균분석방법으로 평균값을 비교해 연구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디렉토리 유형별 분류는 표현, 소구점, 표현효과, 분위기, 강조점, 태도 등과의 평균분석에

서 차이가 없는것으로 분석결과에 나타났다. 반면 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 분류는 위와 동일

한 종속변수와 평균값을 비교하는 평균분석에서 모든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 또 디렉토리 

유형별 분류는 전반적으로 평균값의 심한 차이를 보였지만, 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 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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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안정된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디렉토리의 각 유형을 독립변수로 선정할 경우에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사전조사에 의해 제품 및 서비스 유

형별 분류를 이 연구를 위해 적절한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3. 표본설계

 선행연구에 근거한 설문지를 통해 디자인전공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추출하

였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해 연구대상(study object), 표본단위(sampling unit), 

범위(range), 시기(time) 등이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거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기준을 하였고, 표본단위는 디자인전공 대학생 45명과 디자인전공 

대학원생 15명 대상으로 총 6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리적 범위로 광주와 전남 소재 

대학교의 디자인전공 학생중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실험실에서 실험대상에

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16종류의 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 광고를 보여주고 응답지에 기

재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2008년 8월 1주간 실시하였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란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요구되며, 측정을 통해서만 현상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정 변수의 상태와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된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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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작적정의라 한다. 이 연구에서도 사요욀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품유형별 형태, 위치, 크기, 표현요소, 제시형태, 카피요소, 관점, 구

성, 시간요소, 판매지향점, 소구점, 감정소구점, 광고의 표현효과, 광고의 분위기, 광고의 강

조점, 광고의 태도 등을 측정하고자 측정방법을 설명하였다.

1) 제품 및 서비스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물리적 형태를 띄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

래될 수 있는 것을 ‘상품’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의 광고에서 이용자가 본 제

품 및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공자의 제

공분야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측정은 논문의 목적에 맞게 명목

적인 척도로 사용하였하였으며 16개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척도의 기준은 (사)한국인터

넷광고마케팅협회에서 분류한 21개 기준 중 비교측정이 용이한 16개 항목을 선별하였다.

2) 인터넷광고의 표현방법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인터넷광고의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을 인터넷

광고의 형태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인터넷광고 형태에 대한 척도의 구성은 정보통신

부 표준규격 권고안87)에 근거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광고의 형태는 가로형, 세로형, 네모

87) http://www.imck.or.kr
88) 배네의 위치, 아이비즈넷(www.i-biz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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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타(팝업, 팝언더 특수베너)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인터넷광고의 위치는 웹페이지 상

에서 광고의 특정 위치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 위치에 대한 척도의 구성은 미국 미시간대학

교 대학원생들의 배너위치에 따른 반응률 조사연구88)를 근거로 하였다. 인터넷광고의 위

치는 화면의 왼쪽위 화면의 왼쪽 가운데, 화면의 왼쪽 아래, 화면의 가운데 위, 화면의 가운

데, 화면의 가운데 아래, 화면의 오른쪽 위. 화면의 오른쪽 가운데, 화면의 오른쪽 아래등으

로 척도를 구상하였다. 크기는 동일한 비주얼 컨셉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크기를 제시함으로 

생길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NAA, IAB, CASIE에서 공동으로 광고형태에 대

한 표준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광고의 크기는 ‘웹페지 상에서 광고의 표

준크기를 그 이상이나 그 이하가 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를 측정

하기 위해 표준크기, 1/2, 1/4, 2배, 4배, 기타 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위에서 

제시한 광고형태에 관한 표준 권고안을 기준으로 한국적 현실에서 실행되는 인터넷광고의 

크기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인터넷광고의 표현요소는 인터넷에서 집행되고 있는 광고

를 주된 표현요소별로 분류하는 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표현요소로는 그림

형태, 문자가 주가된 형태, 그림과 문자의 혼합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선행연구 및 일반적 분류기준과 Edell and Staelin(1983)의 연구89)에 근거하여 척도

를 문자중심, 그림중심, 문자와 그림의 혼합형태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인터넷광고의 제

시형태란 인터넷광고에서 표현양식의 제시형태를 말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문자나 그림

으로 표현되는 평면제시형태, 이미지, 애니메이션 플래시인 화면전환 제시형태, 동영상 및 

3D베너인 영상제시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eighton(1996), Hoffman and 

89) Edell, J. A., op, cit., pp.45-61
90) 현대경영연구소, “기업홍보 CI 현대광고”, 2005,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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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k(1996)의 연구와 일반적 제시형태를 기초로 평면적, 화면전환, 영상으로 명목척도

를 구성하였다. 인터넷강고에서 카피란 인터넷광고에서 메시지를 표현하는 언어 또는 활

자로 표현되는 부분을 말하며, 이 연구에서 인터넷광고의 카피에 담긴 요소는 현대경영연

구소(2005)가 제시한 종류, 형태, 칼라, 상호관계, 수량, 동질성, 간결함 요소90)를 근거로 키

타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인터넷광고의 관점은 인터넷상의 광고에서 표현되는 시각

적 표현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대 경영연구소가 제시한 파노라마, 원경, 근경으로 구성하였

다. 인터넷광고에서 구성은 인터넷상의 광고에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연구

에서는 현대경영연구소가 제시한 열거식, 움직임, 장식적, 인간미를 근거로 구성하였다. 시

간적 요소는 광고 내용의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 상황상황으로 척도를 구

성하였고, 인터넷광고에서 판매지향점은 인터넷광고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내용중 판매 수구방식의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현대경영연구소가 제시한 서서히, 중

간, 신속, 순간적, 속독, 듣기 쉬움, 읽는데 걸리는 시간, 시청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으로 구

성된 척도를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서서히, 중간, 신속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다음은 소

구점으로 이 연구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소구점은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수용자에게 호소

하는 유형으로 이성적 소구 유형과 감성적 소구 유형을 말한다. 안성혜(2003)는 광고의 소

구 유형 분류에서 혜택, 행동욕구, 감정, 유머, 패러디, 임팩트, 색상강조, 섹스어필, 반어, 의

문 및 호기심, 캠페인, 인터렉티브로 분류하였다.3) 이지은, 김지현(2003)92)은 행동촉구, 감

91) 안성혜, “국내인터넷광고의 유형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3호 Vol.16, No.3, 
2003, 243-252쪽.
92) 이지은, 김지현, “인터넷 베너광고의 모션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시간적요소의 효과적 활용”, 기초조형학연
구, 제4권 1호, 2003, 167-176쪽.
93) Oliver, R. and Anderson, E., “An empirical test of the consequences of behavior-and out come-based 
sales control system”, Journal of Markting, Vol.58, October 199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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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구, 유머, 임팩트, 색상강조, 섹스어필, 패러디, 의문 및 호기심, 캠페인, 인터렉티브 등

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광고의 유형으로 이성적 광고와 감성적 광고의 방식을 분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구점에 대한 척도는 Oliver and Anderson(1994)가 제시한 척

도93)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소구점을 유머, 무료제공, 질문, 행동촉구, 반어, 이미지, 모호

한 메시지, 긴급한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감정소구는 현대경영연구소가 제시한 공포, 섹스, 

긍지, 소유욕, 쾌락. 성공, 건강, 식욕, 기타로 구성하였다.

3) 인터넷광고의 표현효과, 분위기 및 강조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이 연구에서 표현효과, 분위기 및 강조점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정도, 인터넷상의 광고를 제공할 때 소비자들에게 강조하는 포인트를 각각 말하는 것

으로 현대경영연구소가 제시한 척도를 근거로 하였다. 표현효과는 직접적-간접적, 진지함-

경솔함, 이성적-감성적, 단순함-복잡함, 즐거움-지루함 등을 7점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구성하였으며, 분위기는 현실적-이상적, 사실적-풍자적, 적극적-소극

적 등 3개의 문항에 대하여 7점 어의구별척도로 구성하였다. 강조점은 칼라, 구성, 개념적 요

소, 디자인, 설명 등 총 5개항목을 매우부정-매우긍정 7점리커드척도로 측정하였다.

4) 태도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이 연구에서 태도는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대상에 대하여 일관되게 호의쪽 또는 비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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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Homer, Pamela M.(1995),94) Kirmai, Amna(1990)95)

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척도로 다른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척도를 이용하였다. 

항목으로는 공격적이다, 유용하다, 정보제공적이다, 깨끗하다, 마음에 끌린다. 확신이 온다. 

등의 총 6개항목을 ‘매우부정-매우긍정’으로 7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5. 설문지구성

설문지는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품 및 서비스 유형, 광고형태, 광고위치, 광고크

기가 각 1개 항목이고, 광고표현방법 9개 항목, 광고효과 5개 항목, 광고 분위기 3개 항목, 

광고의 강조점 5개 항목, 태도 6개 항목, 분류를 위한 인구통계 변수 3개 항목으로 총 3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별 설문에 대한 내용은 <표7>와 같다.

94) Homer, Pamela M., “Ad Size as an Indicator of Perceived Advertising Effort: The Effects on Memory and 
Perception”, Journal of Advertising, Vol.24, Winter 1995, pp.1-12.
95) Kirmai, Amna, “ The Effect of Perceived Advertising Costs on Brnd Percept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r.17, September 1990, pp.160-171.

번호 항목변수 문항

1 인구통계변수 3문항 / 1-3번

2 광고형태 1 문항

3 광고위치 1 문항

4 광고 크기 1 문항

5 광고표현방법 9 문항 / 7-15번

6 광고표현효과 5 문항 / 16-20번

7 광고분위기 3 문항 / 21-23번

8 광고강조점 5 문항 /24-28번

9 광고태도 6 문항 / 29-34번

10 제품 및 서비스 유형 1 문항

<표7>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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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의 성격 및 신뢰성 분석

1. 자료의 성격

 이 연구는 광주와 전남 소대 대학교 5개교의 디자인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실험실에서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사

이트 5개(NAVER, DAUM, YAHOO, EMPAS, NATE)에서 16종류의 제품 및 서비스 유형

별 광고를 보여주고 응답지에 기재하여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

지 중 설문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나 성실히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잘못 기재

된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인구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하여 <표9>와 같

이 정리되었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이 연구에서 제기된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란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측정하였는가 하는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측정변수에 

관한 4개 요인에 대해 측정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ɑ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는 기준에서 볼 때,

분석결과 4개 변수의 계수가 모두 0.7 이상이므로 이 연구에서 신뢰성은 다소 높은 수준이

며 응답자들이 신뢰성있게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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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측정항목 수 Cronbach’s ɑ

광고효과 5 .798

광고분위기 3 .784

광고강조점 5 .783

태도 6 .827

<표10> 설문유형 인구 통계적 변수 빈도분석

설문대상 수
제외 설문지(%) 분석 이용률(%)

디자인전공 대학생 디자인전공 대학원생 합 계

480 부 120 부 560 부 47(8.3%) 513(91.6%)

<표8> 설문지 회수현황

변 수 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 성 11 31.5

여 성 24 68.5

합 계 35 100

학 력
대학생 30 85.7

대학원생 5 14.3

연 령

21세 이하 9 25.6

22세 11 31.3

23세 12 34.2

24세 2 5.7

25세 이상 1 2.8

<표9> 설문유형 인구 통계적 변수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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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종합논의

인터넷상에서 제품 및 서비스 유형에 따른 광고의 표현방법은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유형 형태 위치 크기 표현
제시
형태

카피
요소

관점 구성
시간
요소

판매
지향점

소구점
감정
소구

식품 가로형
가운데 위
오른쪽 위

표준 혼합
화면
전환

종류
간결함

근경 열거식 현재 보통
행동
촉구

쾌락

금융/보험/
증권

세로형
네모형

오른쪽 위 표준 혼합
화면
전환

종류 근경 열거식 현재
서서히
보통

행동
촉구

성공

가정용
전기전자

가로형 오른쪽 위 표준 혼합
화면
전환

종류 근경 열거식 현재 보통
행동
촉구

소유욕

관공서/단체 가로형 가운데 위 1/2 혼합
화면
전환

상호
관계

근경 열거식 현재 서서히
행동
촉구

성공

수송기기
기기

가로형 가운데 위 1/2 혼합
화면
전환

기타 근경 움직임 현재 보통
모호한
메시지

긍지

유통
세로형
기타

가운데 위 표준 혼합
화면
전환

간결함 근경 움직임 현재 보통
행동
촉구

긍지
소유욕

컴퓨터/
정보통신

가로형 오른쪽 위 표준 혼합 평면적 간결함 원경 움직임 현재 서서히 이미지 긍지

음료/
기호식품

가로형 오른쪽 가운데 1/4 혼합
화면
전환

칼라
상호관계

근경 움직임 현재
보통
신속

행동
촉구

식욕

제약/의료 가로형
가운데 위
오른쪽 위

2배 혼합
화면
전환

기타 근경 움직임 현재 보통
행동촉구
이미지

건강

교육/
복리후생

가로형
왼쪽 가운데
가운데 위
오른쪽 위

1/2 혼합
화면
전환

종류 근경 열거식 현재 보통
행동
촉구

쾌락

화장품/
보건용품

가로형
왼쪽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표준 혼합

화면
전환

형태 근경 움직임 현재 보통
행동촉구
모호한
메시지

소유욕

출판 가로형
가운데 위
오른쪽 위

표준 그림
화면
전환

동질성 원경 움직임
현재
미래

보통
행동
촉구

건강

서비스 가로형
오른쪽 위

오른쪽 가운데
표준 혼합 평면적 기타 근경 움직임 현재 보통

모호한
메시지

기타

건설/건재/
부동산

가로형 오른쪽 위 표준 혼합
화면
전환

상호
관계

근경 움직임 현재 보통
행동
촉구

긍자

가정용품 가로형 오른쪽 위 표준 혼합
화면
전환

간결함
기타

근경 움직임 현재 보통
행동
촉구

소유욕

패션/의류 가로형 오른쪽 위 표준 혼합
화면
전환

기타 근경 움직임 현재 보통
행동
촉구

소유욕

<표11> 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 인터넷광고의 표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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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로 인터넷광고의 표현방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제품특징에 따라

서 인터넷광고 전략은 위의 표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형태는 식품, 가정용 전기전자, 관공서/단체, 수송기기,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제약/의료, 교육/복리후생,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서비스, 건설/건재/부동산, 가정용품, 

패션/의류/등 대부분이 가로형을 띄고 있는 반면, 금융/보험/증권에는 세로형과 네모형이, 

유통에서는 세로형과 기타로 나타났다. 위치로는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위나 가운데 위를 

지향하고 있으나, 화장품/보건용품와 서비스/기타부분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크기는 대

부분이 표준을 지향하고 있으나 관공서/단체, 수송기기, 인터넷에서는 1/2를 음료/기호식

품에서는 1/4, 제약/의료에서는 2배의 크기를 나타냈다. 표현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이 

혼합형태를 띄었으나 출판 부분은 그림으로 나타내었고, 제시형태에는 대부분이 화면전환

을 채택하고 있으나, 컴퓨터/정보통신와 서비스 부분만 제시형태 다른 평면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카피요소에 있어서는 유통, 컴퓨터/정보통신는 간결함을, 가정용 전기전자, 교육/

복리후생은 종류를, 화장품/보건용품는 형태를, 출판는 동질성을 관공서/단체와 건설/건

재/부동산는 상황관계를 나타냈고 음료/기호식품는 칼라와 상호관계를 동시에 나타냈다. 

관점에서 컴퓨터/정보통신와 출판만이 원경을 나타냈고, 나머지가 근경을 나타내었다. 구

성으로 식품, 금융/보험/증권, 가정용 전기전자, 관공서/단체, 교육/복리후생이 열거식으로 

나타내었고, 시간요소에서는 출판에서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나타내었고 나머지는 모두 

현재를 나타내었다. 판매지향점으로는 관공서/단체와 컴퓨터/정보통신는 서서히로 나타

났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소구점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행동촉구를 나타내었으나 

컴퓨터/정보통신는 이미지를 제약/의료는 행동촉구와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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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제품 및 서비스 유형에따라 인터넷광고의 표현효과, 분위기 및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표12>,<표13>와 같이 정리 하였다, 

 먼저 표현효과에 있어서 직접적-간접적인 표현효과 요인은 가정용 전기전자, 관공서/단

체, 서비스로 나타났고, 간접적인 부분은 유통, 음료/기호식품, 제약/의료, 화장품/보건용

품, 걸설/건재/부동산 등으로 나타났다. 진지함-경솔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증권, 관공서/

단체, 컴퓨터/정보통신, 제약/의료,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서비스, 건설/건재/부동산이 진

지함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경솔함으로 나타났다. 이성적-감성적 표현효과 요인에서는 

유     형

분위기 표현효과

현실적
-이상적

사실적
-풍자적

적극적
-소극적

직접적
-간접적

진지함
-경솔함

이성적
-감성적

단순한
-복잡함

즐거움
-지루함

식품 이상적 풍자적 적극적 중간 경솔함 감성적 복잡함 즐거움

금융/보험/증권 현실적 사실적 소극적 중간 진지함 이성적 단순함 지루함

가정용 전기전자 현실적 풍자적 적극적 직접적 경솔함 감성적 복잡함 지루함

관공서/단체 현실적 사실적 적극적 직접적 진지함 이성적 단순함 지루함

수송기기 현실적 풍자적 소극적 중간 경솔함 이성적 단순함 즐거움

유통 현실적 사실적 적극적 간접적 경솔함 이성적 복잡함 지루함

컴퓨터/
정보통신

현실적 사실적 적극적 직접적 진지함 이성적 단순함 즐거움

음료/기호식품 이상적 사실적 소극적 간접적 경솔함 감성적 복잡함 즐거움

제약/의료 이상적 풍자적 소극적 간접적 진지함 감성적 복잡함 지루함

교육/복리후생 이상적 풍자적 소극적 중간 경솔함 감성적 복잡함 즐거움

화장품/
보건용품

이상적 풍자적 적극적 간접적 진지함 감성적 복잡함 지루함

출판 이상적 풍자적 적극적 중간 진지함 이성적 복잡함 즐거움

서비스 이상적 사실적 소극적 직접적 진지함 감성적 단순함 지루함

건설/건재/
부동산

현실적 사실적 소극적 간접적 진지함 이성적 단순함 지루함

가정용품 현실적 사실적 적극적 중간 중간 감성적 단순함 지루함

패션/의류 현실적 사실적 적극적 직접적 경솔함 감성적 복잡함 즐거움

<표12> 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 인터넷광고의 표현효과 및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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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증권, 관공서/단체, 수송기기,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출판, 건설/건재/부동산

으로 확인되었다. 단순함-복잡함 표현효과 요인에서는 금융/보험/증권, 관공서/단체, 수

송기기, 컴퓨터/정보통신, 서비스, 건설/건재/부동산, 생활 잡화로 나타났으며, 즐거움-지

루함 표현효과 요인에서는 식품, 수송기기,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교육/복리후

생, 출판, 패션/의류 항목에서 나타났다.

 다음은 분위기에 있어서 현실적-이상적 분위기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금융/보험/증권, 

가정용 전기전자, 관공서/단체, 수송기기,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건설/건재/부동산, 생활

잡화, 패션/의류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적-풍자적 분위기요인으로는 금융/보험/

증권, 관공서/단체,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서비스, 주택 가구, 생활 잡화, 

패션/의류 항목이 사실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소극적 분위기 요인으로는 식

유     형
강 조 점

칼     라 구     성 개념적 요소 디 자 인 설     명

식품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금융/보험/증권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가정용 전기전자 부 정 긍 정 중 간 부 정 긍 정

관공서/단체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긍 정

수송기기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유통 긍 정 긍 정 부 정 부 정 긍 정

컴퓨터/
정보통신

긍 정 긍 정 긍 정 긍 정 긍 정

음료/기호식품 긍 정 부 정 긍 정 긍 정 긍 정

제약/의료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교육/복리후생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화장품/
보건용품

긍 정 긍 정 긍 정 긍 정 긍 정

출판 긍 정 긍 정 긍 정 긍 정 긍 정

서비스 긍 정 긍 정 부 정 부 정 부 정

건설/건재/
부동산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가정용품 긍 정 긍 정 부 정 부 정 긍 정

패션/의류 긍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표13> 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 인터넷광고의 강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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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가정용 전기전자, 관공서/단체,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생활 잡화, 패션/

의류 부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조점에 있어서는 칼라의 강조에서 경우 유통, 컴퓨터/

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서비스, 가정용품, 패션/의류가 긍정적

으로 나타났고,  구성의 강조에 있어서는 가정용 전기전자, 컴퓨터/정보통신, 화장품/보건

용품, 서비스, 가정용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개념적 요소의 강조에서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화장품/보건용품, 출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의 강조에서는 컴

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설명

의 강조에서는 가정용 전기전자, 관공서/단체,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화

유     형
태      도

공격적 유용한 정보 제공적 깨끗함 마음에 끌림 마음에 확신

식품 2.89 4.07 4.43 3.92 4.22 4.26

금융/보험/증권 3.26 3.52 3.75 3.95 3.41 3.10

가정용 전기전자 3.59 3.72 4.15 3.72 3.75 3.61

관공서/단체 3.48 4.25 4.46 4.22 4.21 3.91

수송기기 2.88 3.72 3.75 3.41 3.59 3.64

유통 3.92 3.85 3.74 3.74 4.05 3.94

컴퓨터/
정보통신

1.51 5.62 4.82 5.94 5.08 4.58

음료/기호식품 3.20 4.30 4.27 4.76 4.92 4.93

제약/의료 2.43 3.08 3.59 3.36 2.95 2.83

교육/복리후생 3.12 3.72 3.88 3.60 3.63 5.53

화장품/
보건용품

3.18 4.09 4.25 4.51 4.89 4.64

출판 3.75 4.49 4.81 4.50 4.62 4.61

서비스 2.87 3.76 4.23 4.13 3.73 3.48

건설/건재/
부동산

2.87 3.63 3.99 3.72 3.96 3.71

가정용품 3.02 4.32 5.30 4.33 4.31 4.44

패션/의류 3.39 3.48 4.03 3.71 4.15 3.42

평     균 3.08 3.71 4.21 4.09 4.09 4.03

<표14> 제품 및 서비스 유형별 인터넷광고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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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보건용품, 출판, 가정용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 제품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보는 바와 같이 평

균값 표기로 정리하였다. 평균값 산정은 매우부정에서 매우 긍정에 이르기 까지 7점 척도

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적 태도의 평균값은 3.08, 유용한 태도의 

평균값은 3.71, 정보제공적 평균값은 4.21, 깨끗함 태도의 평균값은 4.09, 마음에 끌림 태도

의 평균값은 4.09, 마음에 확신 태도의 평균값은 4.03으로 평균값의 크기는 공격적 태도의 

평균값이 제일 낮았고, 정보제공적 평균값이 제일 높았다. 공격적 태도에서 모두가 부정억

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컴퓨터/정보통신는 아주 낮은 결과를 보였다. 유용함 태도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관공서/단체, 컴퓨터/정보통신,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가

정용품 등에서는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적 태도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

였으며, 특히 가정용품 부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깨끗한 태도에서는 컴퓨터/정

보통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음에 끌림 태도 역시 컴퓨터/정보통신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마음에 확신 태도에서는 교육/복리후생이 가장 높게 나타았다.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항목별로 표현되어지는 방법이 다르고, 광고의 표현효과, 분위

기 및 강조점도 다르며, 이에 따라 태도도 다르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인터

넷광고가 부정적이거나 중간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

도록 고려하여 제작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과를 위한 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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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과를 위한 제언 / 제1절 연구의 요약

제5장. 결과를 위한 제언

 인터넷광고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제품을 16개의 항목으로 묶어 인터넷의 표현방법이나 

표현효과, 태도 등 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광고 표현방법을 확인하고 이

제 적합한 광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며,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절. 연구의 요약

 연구 분석결과 제품 및 서비스별로 인터넷광고의 표현방법, 표현효과, 태도 요인들이 다

르게 나타났다. 

첫째, 광고의 요인을 형태, 위치, 크기, 표현, 제시형태, 카피요소, 관점, 구성, 시간요소, 판매

지향점, 소구점, 감정소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인터네광고의 형태는 대부분 가로형이

었으며, 위치는 오른쪽 위와 가운데 위, 크기는 표준, 제시형태는 화면전환, 카피표현은 간

결함, 종류, 동질성, 상호관계, 칼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점은 근경, 구성은 움직임, 시

간요소는 현재, 판매지향점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소구점은 행동촉구와 모호한 메시지

로 표현되었으며, 감정소구는 제품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쾌락, 소유욕, 긍지, 성공, 식욕, 

건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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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인터넷광고의 분위기를 현실적-이상적, 사실적-풍자적, 적극적-소극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금융/보험/증권, 가정용 전기전자, 수송기기, 유통, 컴퓨터/정보통긴, 건설/건

재/부동산, 가정용품, 패션/의류가 현실적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이상적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증권, 관공서/단체,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서비스, 건설/건재/

부동산, 가정용품, 패션/의류가 사실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풍자적으로 나타났다. 

식품, 가정용 전기전자, 관공서/단체,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가정

용품, 패션/의류가 적극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접적-간접적 요소, 진지함-경솔함 요소, 이성적-감성적 요소, 단순함-복잡함 요

소, 즐거움-지루함 요소 등의 표현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가정용전기전자, 관공서/단체, 컴

퓨터/정보통신, 서비스 등이 직접적표현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에는 간접적으로 나타

났다. 금융/보험/증권, 관공서/단체, 컴퓨터/정보통신, 제약/의료,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서비스, 건설/건재/부동산 등이 진지함 표현효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경솔함 표현효

과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증권, 관공서/단체, 수송기기,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출판, 건

설/건재/부동산 등은 이성적 표현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감성적 표현효과으로 나타

났다. 금융/보험/증권, 관공서/단체, 수송기기, 컴퓨터/정보통신, 서비스, 건설/건재/부동

산. 가정용품이 단순한 표현효과로 나타났고, 그외에는 복잡함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송기

기.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교육/복리후생, 출판, 패션/의류가 즐거움으로 나타

났고, 그 외에는 지루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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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인터넷광고의 강조점은 칼라, 구성, 개념적 요소, 디자인, 설명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

였다. 칼라의 경우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가정용

품, 패션/의류가 긍정적이였으며, 구성의 경우 가정용 전기전자,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화

장품/보건용품, 출판, 서비스, 가정용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개념적 요소의 경우 컴퓨

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화장품/보건용품, 출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의 

경우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화장품/보건용품, 출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설명의 경우 가정용 전기전자, 관공서/단체, 유통,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

식품, 화장품,보건용품, 출판, 가정용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터넷광고의 태도요인을 공격적, 유용한, 정보제공적, 깨끗함, 마음에 끌림, 마음

에 확신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공격적 태도에서는 컴퓨터/정보통신, 제약/의료 순

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유용한 태도로는 컴퓨터/정보통신, 가정용품 순으로 긍정

적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적 태도에서 가정용품, 컴퓨터/정보통신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

이 나타났으며, 깨끗함 태도에서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마음에 끌림 태도에서 컴퓨터/정보통신, 음료/기호식품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

이 나타났으며, 마음에 확신 태도에서 교육/복리후생, 음료/기호식품 순으로 긍정적인 반

응이 나타났다. 유용한 태도, 정보제공적 태도, 깨끗함 태도, 마음에 끌림 태도, 마음에 확

신 태도 등 태도 요인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컴퓨터/정보통신, 가정용품, 음료/기호식품 등

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제약/의료는 공격적인 태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정

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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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인터넷광고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유형별로 표현방법을 범주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형

태, 위치, 크기, 표현, 관점, 구성, 시간, 요소, 판매지향점, 소구점 요인에서는 비슷한 표현방

법을 구사하고, 카피요인 및 감정소구에서는 유형별로 각기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기

업은 인터넷광고 표현전략 중 감정소구를 할 때, 자신의 업종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하며, 유형에 따라 적합한 카피를 작성해야 한다.

 인터넷광고의 분위기는 가정용품, 패션/의류 제품들에서 현실적, 사실적,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유형들은 습관적, 일상적 구매의사결정 제품 및 서비스로서 사실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인터넷광고의 표현효과는 컴퓨터/정보통신 처럼 개인에게 중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 유형

의 경우 직접적, 이성적이며, 단순한 전략을 세워야하고, 음료/기호식품 같은 편의품은 간

접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을 추구해야 한다. 지루함의 표현효과로 나타난 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은 표현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터넷광고의 강조점을 보면, 컴퓨터/정보통신, 화장품/보건용품 등 개인에게 필요한 제

품은 강조점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칼라, 구성, 개념적 요소, 디자인, 설명

들을 매우 논리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약/의료 유형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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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점이 모두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난 것으로 볼때 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함하여 소비자

의 신뢰도를 떨어 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강조점을 나타내는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개선하여야 할 것 이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부정적인 감정표현으로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용한 태도, 정보제공적 태도, 깨끗함 태도, 마음의 끌림 태도, 마

음의 확신 태도에서 컴퓨터/정보통신, 가정용품, 음료/기호식품 등이 긍정적인 태도로 나

타나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약/의료 및 금융/보험/

증권은 공격적인 태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유용

하고, 정보제공적이며, 부드럽고, 깨끗하게, 마음에 끌림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전략을 개

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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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해야할 방향에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광고가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제품영역 중에서 광고비를 기준으로 21개 업종 중 

16개 업종을 선택하여, 띠광고, 도움광고, 틈새광고, 쉼광고, 튐광고 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광고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터넷광고의 포괄적인 표현전략으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을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가 제시한 16가지 제품구성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세부제품

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광고는 특성상 다양한 형태와 다

양한 표현으로 제공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표현방법, 표현효과, 태도 등과의 관계

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폭넓게 일반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보다 폭 넓은 변수를 적용한 전략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광고의 현재를 진단한 것에 의의를 두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의 현실을 고려했을때, 광고비 비율이 높은 상위 제품 및 서비스 유형의 인터넷광고는 

전체 인터넷광고의 흐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인터넷광고

의 흐름과 전략을 살핌으로써 이 연구가 시장의 급성장과는 달리 국제적 기준이 모호한 인

터넷광고의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인터넷

광고의 합리적인 국제기준이 활발히 제시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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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인터넷광고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제품을 16개의 항목으로 묶어 인터넷의 표현방법이나 

표현효과, 태도 등 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광고 표현방법을 확인하고 이

제 적합한 광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며,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활동에 있어 효율

성을 검증해보았는데, 인터넷광고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유형별로 표현방법을 범주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형태, 위치, 크기, 표현, 관점, 구성, 시간, 요소, 판매지향점, 소구점 요인

에서는 비슷한 표현방법을 구사하고, 카피요인 및 감정소구에서는 유형별로 각기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인터넷광고 표현전략 중 감정소구를 할 때, 자신의 업종에 대

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하며, 유형에 따라 적합한 카피를 작

성해야 한다. 

둘째, 광고매체로서 인터넷의 기능을 인터넷광고의 의미, 정의, 특징, 개념을 통해 가능성

을 알아보았는데, 인터넷광고란 웹을 기술적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온라인 상의 온라인 광

고의 한 형태이며, 좁은 의미로는 특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자신의 사이트로 하이퍼

링크 시키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 넓은 의미로는 기업 또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마



 99

A Study on the Internet A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roducts / 제품특징에 따른 인터넷광고에 관한 연구

제6장 결론 / 결론

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세계적인 추이로 볼때 그 가능성

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터넷광고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역할 전략, 유형을 살펴보고 기존의 매체와의 비교

와 차별화된 인터넷광고의 장점 및 파급 효과는 무제한의 공고분량과 광고의 차별적 기능

들, 광고의 지속성과 내용의 변경이 용이하며, 저렴한 광고비용과 충동구매를 자제할 수 있

고, 광고료의 소비자 부담이 적고, 기업의 텔레마케팅 수단이 된다. 일반메세지와는 달리 

광고기법을 조합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

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컴퓨터 통신 광고의 유형별로 분석을 기초로 게재 형태별, 게재 내용별, 표현 기술 측

면으로 나누어 광고 유형을 분석했을 때, 형태별로 가로형, 세로형, 팝업, 팝언더 , 특수베너 

등의 기타형태로 베너형이 가장 많이 쓰이며, 내용별로 일러스트레이션이 광고를 주목하

게 하였다. 표현 기술측면으로 문자와 그림이 혼합된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다섯째, 인터넷광고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통해 기존매체와 미디어믹스의 중요

성과 새로운 광고 기법의 확장성을 제시하였다. 인터넷광고에서는 구매 이전단계와 구매

단계가 통합되는 경향있으며, 미디어와 미디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관심에서 구매까지 

채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등 다른 매체들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장점

들이 인터넷광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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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인터넷광고의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인터넷광고 디자인이 나

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 및 대응 방향을 알아보았는데, 제품 및 서비스는 표현효과, 분

위기, 강조점, 태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효과적인 인터넷광고를 위해서는 제품

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제품에 따라 유형별 접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제품이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한채 인터넷 광고로 게재되고 있었다.

일곱째, 인터넷광고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기업의 광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

품의 변화나 기업의 상황변화에 따라 광고 내용이나 광고문구를 즉각적으로 변경하고 대

처함으로써 다양화, 개성화, 차별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대 광고의 속성과 소비자의 특성

에 맞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하며, 특히 제품의 유형에 맞는 광고를 해야 인터넷광고에 

대한 효과적 광고라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이 제시된 결과를 참고하여 인터넷광고의 전략이 광고를 제작하는데 있어 디자인

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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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인터넷광고 식품

<그림16> 인터넷광고 금융/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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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인터넷광고 가정용전기전자

<그림16> 인터넷광고 관공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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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인터넷광고 수송기기

<그림20> 인터넷광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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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인터넷광고 컴퓨터/정보통신

<그림22> 인터넷광고 음료/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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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인터넷광고 제약/의료

<그림24> 인터넷광고 교육/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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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그림

<그림25> 인터넷광고 화장품/보건용품

<그림26> 인터넷광고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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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인터넷광고 서비스

<그림28> 인터넷광고 건설/건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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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그림

<그림29> 인터넷광고 가정용품

<그림30> 인터넷광고 패션/의류



 115

A Study on the Internet A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roducts / 제품특징에 따른 인터넷광고에 관한 연구

부록 /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웹사이틍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표현전략을 조사하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귀하의 신중하고 성실한 응답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디오며, 각 항목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주어진 문항에 성의있는 

응답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견은 통계법 7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

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전공

지도교수 박일재

석사과정 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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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남성 ☐여성

2. 귀하의 학력은?                   ☐대학생 ☐대학원생

3. 귀하의 연령은?                   (               )세

다음은 귀하가 보신 인터넷광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1. 인터넷광고에서 귀하가 보신 제품 및 서비스는?

☐교양/오락 ☐금융/보험/증권  ☐전자/통신 ☐교육/단체 

☐수송기기 ☐유통   ☐컴퓨터/주변기기 ☐음료/기호식품 

☐의약/정보 ☐교육/복리후생  ☐화장품/세제 ☐레져/스포츠  

☐서비스/기타 ☐주택/가구  ☐생활/잡화 ☐패션/의류

2. 인터넷광고에서 귀하가 보신 광고의 형태는?

☐가로형 ☐세로형 ☐네모형 ☐기타(팝업, 팝언더, 특수 베너 등)

3. 인터넷광고에서 귀하가 보신 화면의 위치는?

☐왼쪽 위 ☐왼쪽 가운데  ☐왼쪽 아래

☐가운데 위 ☐가운데의 가운데 ☐가운데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아래

4. 인터넷광고에서 귀하가 보신 광고의 크기는?(포털사이트 베너광고를 기준으로)

☐표준  ☐1/2  ☐1/4  ☐2배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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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터넷광고 표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인터넷광고의 표현요소는?

☐문자중심  ☐그림중심  ☐그림+문자

2. 인터넷광고에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방법은?

☐평면적(문자, 그림) ☐화면전환(이미지,애니메이션) ☐영상적(동영상 및 3D)

3. 인터넷광고에서 카피에 담겨있는 요소는?

☐종류  ☐형태  ☐칼라  ☐상호관계 

☐수량  ☐동질성 ☐간결성 ☐기타

4. 인터넷광고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파노라마 ☐원경  ☐근경

5. 인터넷광고에서 구성은?

☐열거식  ☐움직임 ☐장식적 ☐인간미

6. 인터넷광고에서 시간적인 요소는?

☐과거  ☐현재  ☐미래

7. 인터넷광고에서 판매지향점은?

☐서서히  ☐중간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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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터넷광고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구점은

☐유머  ☐무료제공 ☐질문  ☐행동촉구 

☐반어  ☐이미지 ☐모호한메시지 ☐긴급한 메시지

9. 인터넷광고에서 감정적 소구점은?

☐공포  ☐섹스  ☐긍지  ☐소유욕 

☐쾌락  ☐성공  ☐건장  ☐식욕

10. 인터넷광고의 분위기는?

              1.       2.       3.       4.      5.       6.       7.

현실적     ☐      ☐      ☐      ☐      ☐      ☐      ☐      이상적

사실적     ☐      ☐      ☐      ☐      ☐      ☐      ☐      풍자적

적극적     ☐      ☐      ☐      ☐      ☐      ☐      ☐      소극적

11. 인터넷광고의 표현효과는?

              1.       2.       3.       4.      5.       6.       7.

직접적     ☐      ☐      ☐      ☐      ☐      ☐      ☐      간접적

진지함     ☐      ☐      ☐      ☐      ☐      ☐      ☐      경솔함

이성적     ☐      ☐      ☐      ☐      ☐      ☐      ☐      감성적

단순함     ☐      ☐      ☐      ☐      ☐      ☐      ☐      복잡함

즐거움     ☐      ☐      ☐      ☐      ☐      ☐      ☐      지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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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터넷광고에서 강조한 점은?

         매우부정                  보통                  매우긍정

직접적     ☐      ☐      ☐      ☐      ☐      ☐      ☐

진지함     ☐      ☐      ☐      ☐      ☐      ☐      ☐

이성적     ☐      ☐      ☐      ☐      ☐      ☐      ☐

단순함     ☐      ☐      ☐      ☐      ☐      ☐      ☐

즐거움     ☐      ☐      ☐      ☐      ☐      ☐      ☐

13. 인터넷광고를 보고 귀하기 느끼신 바를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매우부정                  보통                  매우긍정

이 광고는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이 광고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이 광고는 정보제공적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이 광고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이 광고가 마음에 끌린다.  ☐      ☐      ☐      ☐      ☐      ☐      ☐

이 광고가 마음속에 확신이 온다. ☐      ☐      ☐      ☐      ☐      ☐      ☐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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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A Study on the Internet A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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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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 월   일 

                                          저작자:  정문식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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