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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fashion banner advertising according to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internet advertisement(IA). Factors of IA were information, entertainment, negative, 

benefit, and topicalit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Subjects(n=678)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y were segmented into IA positive group, IA intermediate group, IA indifferent 

group, and IA negative group. IA positive group included more women with higher household income and clothing 

expenditure. They preferred shopping at open market on-line malls. IA intermediate group included more women 

with lower income and clothing expenditure. They preferred shopping at on-line malls. IA indifferent group included 

more men with lower income and less clothing expenses. Banner advertisement with mixed appealing was the most  

effective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preference and click and purchase intention. IA positive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 of preference and click and purchase intention to the banner with rational appealing, 

banner with emotional appealing, and the banner with mixed appealing. IA indifferent group showed the lowest 

level. IA intermediate group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 the banner with rational appealing and mixed appealing. 

IA negative group showed the lowest level of click and purchase intention to the banner with rational appealing.

Keywords: banner advertising(배너광고), attitudes toward internet advertisement(인터넷광고에 대한 태도), 

effectiveness of advertising(광고효과)

 

Ⅰ. Introduction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광고의 비중은 기업 간 

경쟁을 위하여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기업들은 

타 기업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소

비자에게 주목을 끌고자 노력한다. 과거의 광고시

장은 TV, 신문, 잡지, 라디오의 4대 매체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으나,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광

고가 등장했고, 점차 다양화되고 급속도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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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터넷광고비는 국내 전체 광고시장의 15% 이

상을 차지하게 되었다(Park, 2009). 

인터넷광고는 기존 매체와 달리 쌍방향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하고, 광고효과의 측정이 용이하며, 

저렴한 광고비와 표적 고객에 맞춘 개별화된 광고

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Lee & 

Jung, 2010). 인터넷광고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중 

광고를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호감을 느끼거나 거

부감을 느끼는 감정에 따라 광고효과가 달라지면

서 배너광고에 대한 선호도, 클릭의도, 구매의도 등

의 효과에 변화를 준다. 인터넷광고는 표적 마케팅

을 가능하게 하므로 광고 고관여 상품인 패션상품

에 적합한 광고로 부각되고 있다. 패션상품은 광고

에 의한 정보탐색이 활발하고 상품이 갖는 심미적, 

상징적 특징 때문에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

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며, 시각적 효과를 가장 뚜

렷이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광고는 크게 검색광고와 배너광고로 구분

되며, 1994년에 단순한 그래픽 형태로 처음 등장한 

배너광고는 인터넷 사이트의 일정 공간에 광고를 

게재하는 형태이며, 사용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다

양한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동 상 광고 또는 사

용자 참여형 광고의 형태로 발전하 다(Ahn, Lee, 

Byun, & Han, 2009). 이러한 배너광고는 인터넷광

고의 기본형이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

자는 배너광고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었

다(Koh, 2001). 

인터넷 쇼핑을 통한 패션 제품의 유통은 증가하

므로 패션제품의 인터넷광고에 대한 관심과 역할

의 중요도는 커지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고가의 패션 명품부터 중소기업 제품에 이르기까

지 클릭을 통하여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일련

의 과정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

나 배너광고에 대한 선행연구들(Kim, 2007; Kim & 

Ahn, 2008; Park, 2009)은 인터넷광고의 기법을 위

주로 연구되었을 뿐 인터넷광고태도나 광고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

너광고를 중심으로 패션상품과 관련 지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터

넷광고에 대한 태도에 따른 패션상품 배너광고 효

과를 파악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 자들에게 필요

한 마케팅 및 광고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 다. 

Ⅱ. Background

1. Attitudes toward internet advertisement

소비자 연구 측면에서는 광고태도란 수용자들이 

광고의 가치와 유용성을 얼마나 인식하는가를 나

타내는 것이다. 광고태도는 크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로 구분되며, 이러한 광고태도의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구성요소들은 상호 일치성을 갖

고 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있

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특정형태의 행동을 유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Cha, 2002). 광

고태도의 일정한 방향은 행동의 선행 개념으로 이

해되고 있으며,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광고를 포함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개

념이다. 광고태도의 연구는 제품 구매, 구매 추천 

등과 같은 구체적 소비자 행위뿐 아니라 제품 또는 

브랜드 태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

어졌으며, 그 결과 소비자가 광고의 정보를 처리하

는 과정에 있어서 제품 특징에 관한 신념뿐만 아니

라 광고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혀냈다(Choi, 2006). 

인터넷광고태도에서 광고에 대한 선호는 광고물

에 대한 이해라는 인지적 반응에서 정서적 차원에 

선행하는 요소로 구체적인 구매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Yang, Kim, & Kim, 2007). 인

터넷광고태도는 인지과정, 태도변화, 행동반응에 

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감정 혹은 정서를 자극함

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는 광

고에 노출되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광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곧 제품에 대한 

태도형성에 기초가 된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태도

를 형성하는 소비자의 반응에 정보를 처리하는 동

안에 소비자가 갖게 되는 생각인 인지적 반응과 광

고에 노출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감정

적 반응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2002)은 배너광고 유형에 따른 인지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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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적인 소비자의 광고태도를 연구하 다. 그 

결과, 이들 세 가지 요소에서 배너 유형별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광고의 주요대상이 어떠한 인터넷 

동기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대상의 특

성과 광고의 목적을 고려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하 다. Jung(2003)은 인터넷광고

란 인터넷 상에서 특정 사이트에 광고비용을 지불

하고, 개인 또는 기업의 배너를 제작, 게재하여 자

신의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인터

넷은 기존의 매체와 달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광고효과 측정용이, 저렴한 광고비용과 

표적 고객에 맞춘 개별화된 광고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하 다. Park(2005)는 인터넷광고태도의 요

인으로 실리추구성, 적극정보추구성, 재미추구성의 

광고효과를 제시했고, Kim and Ahn(2008)은 인터

넷광고태도의 요인으로 정보성, 오락성, 신뢰성, 방

해성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 다. 남녀 모두 인터

넷광고의 방해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

고, 방해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향력도 남녀 간

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2. Appeal types of internet advertisement

광고에서 소구란 일정한 광고물이 특정 소비자

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호소하는 방법이다. 광고 소

구는 일정한 광고유형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일

으키도록 호소하는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창조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광고 소구란 소비자들이 특정의 활동을 하도

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혹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태도에 향을 줄 것을 목표로 한 노력

이라 정의될 수 있다. 광고 소구 유형은 소구방법

에 따라 크게 이성소구형, 감성소구형, 혼합소구형, 

기타 소구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성소구형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성

소구형 광고는 감정, 즐거움이나 분위기를 의미한

다(Kim & Ahn, 2008). 이성소구형 광고는 광고 메

시지의 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주

는 논리적인 메시지를 호소하여 메시지의 주장을 

잘 받아들이게 만들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

성소구형 광고는 실용성, 기능성, 효용성에 대한 욕

구에 초점을 맞춰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구매에 의

해 얻게 될 제시하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정 속

성이나 편익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

는 것이다(Kang, 2010). 

감성소구형 광고는 소비자들의 감정이나 감성 

또는 가치관 등에 어필하여 메시지의 효과를 증대

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느낌이나 감정에 초점

을 맞추기 때문에 두려움, 기쁨, 행복 등의 분위기

를 강조하는 방법을 찾으며, 감성소구는 비언어적 

양식을 토대로 정감, 선호, 호의 등을 전달한다. 감

성소구형 광고는 광고물을 얻게 되는 감정들을 상

표나 기업의 이미지와 동일화시키고자 하며, 소비

자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

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들 중 감정에 중심을 

둔 소구유형으로 분류된다. 또한 어떠한 상징적 제

시를 통해서 브랜드나 상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

식으로 간접적으로 브랜드나 상품의 성격을 다른 

사물이나 그 사물의 보조적인 역할을 통해 암시적

으로 표현하는 형식으로도 표현된다(Han, 2009).

혼합소구형 광고란 이성소구와 감성소구를 적당

히 혼합한 형태를 말하며, 실제 대부분의 광고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며, 상품의 설명과 콘셉트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까지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혼

합소구형 광고는 상품을 통한 이벤트를 진행할 때

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Kim(2000)은 대학생들의 라

이프스타일에 따른 인터넷광고 이용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넷광고 유형을 표현 스타일과 소구 

어휘의 차이로 분류하 으며, 표현 스타일은 그래

픽과 같은 디자인, 문자 텍스트, 디자인과 문자를 

혼합한 복합형, 링크중심형으로 분류하 다. 또 소

구어휘의 차이에 따라 가격 관련 소구어휘, 무대성 

소구어휘, 긴급성 소구어휘, 안정성 소구어휘로 분

류하 다. 

3. Effects of fashion banners

인터넷광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너광고이며, 작은 띠 모양으로 만들어져 대개 각

종 인터넷 사이트 페이지의 상단부에 놓인 광고이

다. Zheng(2010)은 사이트 내의 특정위치에 사각형 

띠 형태로 노출되어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사이트

로 연결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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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는 표준화된 규격은 없으며, 광고되는 사

이트의 규격에 따라 달라진다. 배너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광고를 본 수용자의 수가 정확하게 집계된

다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개재하 을 경우, 연동

된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의 수, 구매자의 수 등을 

배너광고의 접속자 수와 비교하여 배너광고의 효

과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1994년 10월 Hot Wired라는 웹사이트에 AT&T

의 배너광고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는 현재의 

인터넷광고의 전형적인 배너광고를 자리잡게 한 

계기 으며, 스팸 메일과 같이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 반응을 가져오지 않고 실질적인 광고판매 기반

을 만들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1996년 9월 국내 대

형신문사 사이트에 에스콰이어 패션과 카스 맥주

의 배너광고가 시작되었다. 1995년 대형 신문사 사

이트에 한국 IBM사의 배너광고가 개제되었지만, 

이는 미국의 배너광고 형식을 빌려서 제작되고 개

제되었었으나, 1996년의 배너광고가 개제된 것은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 매체사 모두가 한국기업

에서 공식적인 계약을 거쳐서 집행된 광고의 시작

이었다(Kim, 2007). 이렇게 시작된 배너광고는 인

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었다. 이용

자를 선별하여 직접 보낼 수 있는 Push형 광고부터 

하나의 정보를 요청한 후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의 시간 동안 정보전달의 틈새를 이용한 삽입광고, 

소비자가 배너 위에서 마우스로 조작행동을 했을 

때, 동 상이나 플래시와 같은 멀티미디어 효과가 

이루어지는 동 상광고, 새로운 인터넷 창을 띄워

서 광고하는 팝업광고까지 기술과 효과 자체가 다

양해지고 광범위해졌다. 이렇게 다양화된 인터넷광

고시장에서도 배너광고는 아직까지 인터넷광고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배너광고가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가장 적기 때문

이다. 

광고효과는 특정의 노출 상황에 따라 특정의 광

고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다. 광고효과란 기업의 광고물 및 캠페인 활동이 

소비자에게 광고주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향을 미

친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기업이 광고활동을 실시할 때 추구하고자 하

는 목표의 접근도를 측정하는 것이다(Choi, 1999). 

광고에 대한 반응으로 전형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광고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에 대한 태도이다. 소비

자의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반응은 광고에 대한 평

가에서 많은 향을 받는다. 광고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노출기간 동안 특정 광고물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Solomon, Bamossy, & Askegaard, 1999). 

패션 배너광고의 효과 또한 기존 매체의 광고효

과와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인 광고효과는 감정과 행동, 인지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인터넷 패션배너광고효과 중 감정적

인 광고효과인 광고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 

반응의 매개변인으로서 선호도보다 더 넓은 개념

인 광고태도에 대한 연구로 인해 본격화 되었다

(Hong, 2003). 광고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브랜드태

도와 구매의도, 매출 간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되었다. 광고 효과 중 행동적인 광고효과인 

클릭의도는 광고의 노출에 의한 효과뿐 아니라, 자

발적으로 그 광고에 링크된 더 상세한 광고 내용이

나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연결됨으로써 광고노출에 

따른 효과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배너광

고의 클릭행동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탐색행위에 

의한 광고효과를 확인하는 주요한 수단이다(Kim 

& Kim, 2003). 

인터넷 패션 배너광고효과 중 행동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구매의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점포와는 달리 

가상공간을 통해 상품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인터넷 쇼핑은 컴퓨터를 비롯한 가전, 자동

차, 패션용품, 여행 및 금융상품까지 다양한 서비스

로 확장되고 있다(Ahn,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인

터넷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의 

특성과 인터넷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에서의 소비

자의 행동을 비교하거나 인터넷 쇼핑환경 요소들

에 대한 소비자 지각 혹은 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배너광고에 대한 효과는 일반 광고효과와 인지

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는 많은 차이는 나지 않지만, 

행동적인 요소에서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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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편리하게 인터넷을 하는 도중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고효과는 소비자들이 한 제

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광고에 대한 주의효과와 이

해효과를 포함하는 인지단계효과, 태도를 포함하는 

정의단계효과, 구매의도를 포함하는 행동단계효과

의 심리적 단계로 나뉜다(Oh, 1999). 이러한 단계에

서 인지단계 효과에서는 소비자는 광고되는 제품

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키고, 제품의 존재, 명칭, 성

분 등에 대해 인지한 후, 그 정보에 대해 이해를 하

고, 정의단계 효과에서는 인지단계를 거친 소비자

가 광고나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 즉 호감

을 갖게 된다고 보며, 광고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마지막 단

계인 행동단계 효과에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된 제품에 대하여 구매의도를 갖게 한다고 보

았다. 

소비자의 인지단계인 선호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광고의 유형 및 광고의 내용분석을 통한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Phillips(2000)의 연구에서

는 광고에 대한 이해도와 선호도에 상반관계가 있

다는 것이 나타났다. 광고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해

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해석의 즐

거움이나 성취감을 차단시키면 선호에는 부정적인 

향을 보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Kang(2001)의 패션제품의 배너광고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타 배너광고의 일반적인 관심도보다 

패션제품 배너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높았으며, 그 중 남성보다는 여성

이 패션배너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고학력 집

단은 단순한 배너를 선호하는 반면, 저학력 집단은 

유머러스 한 배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n and Kim(2002)의 배너광고의 광고형태와 광고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고관여 광고형태가 

광고내용에 모두 있어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또한 이미지는 동시에 사용될 때 문자만 사용한 배

너광고보다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광고를 클릭하는 것은 광고를 노출한 기업이 

시도한 효과적인 광고노출의 결과이자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장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단

계인 클릭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광고의 형태와 

기술적 측면에 따른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Yeum(2002)의 배너광고 클릭률 향상에 관한 광

고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배너광고의 클릭률은 애

니메이션을 증가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으며, 이어 은밀한 메시지를 사용한 광고가 높은 

클릭률을 증가시켰다. 또한 광고에 집중률을 높이

기 위해서는 색상에서 밝은 색을 이용하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Kim, and 

Cha(2005)의 성적 소구에 따른 배너광고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광고의 주목성과 클릭의도는 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하 다. 이는 섹시한 광고가 인터

넷 이용자들의 주목을 집중시키면 클릭 행동을 유

도하는 과정을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호도 측면에서는 비성적 광고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섹시하다고 평가한 그림과 카

피가 들어간 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성적 소구의 배너광고는 비성적 배너광

고보다 주목은 시킬 수 있으나 광고태도나 브랜드 

태도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행동단계 중 효과과정인 구매의도의 

선행연구는 다양한 제품에 따른 선행연구가 진행

되었다. Ko(2001)의 패션제품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넷 친숙도에 따라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 인터넷 친숙도가 있는 집단에서는 인터넷 

친숙도가 없는 집단에 비해 향후 구매의도와 긍정

적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친숙도 

집단에 따라 의복쇼핑성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쾌락적 쇼핑성향, 상표․점포 충성적 쇼핑성향은 

인터넷 친숙도가 있는 집단이 인터넷 친숙도가 없

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e(2003)의 

인터넷 패션 제품에 대한 배너광고의 단순노출이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연구에

서 같은 크기의 배너광고에서 고관여 제품과 저관

여 제품에 따른 소비자의 호의적 태도와 비호의적 

태도를 확인하 다. 연구 결과, 제품의 관여도에 따

라서 광고태도의 차이를 보 으며 저관여 제품은 

단순노출에 대한 광고태도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

났다. Oh, Kim, and Lee(2003)의 배너광고의 유형

에 따른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구매의도는 상

표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유형의 광고

와 비교해 텍스트 유형의 광고와 애니메이션 유형

의 광고가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K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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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03)의 제품의 적합성, 관여도, 온라인 광고

의 접속행동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

구에서 소비자의 관여수준은 그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나 광고된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형성뿐

만 아니라 구매행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나타났다. 또한 제품 적합성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구매의도에서 발견되었다. 

Ⅲ. Methods

1. Research problems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의 의복 구매 및 인터넷 이용 특성을 

파악한다. 

2. 대학생들의 인터넷광고태도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형화한다. 유형화된 집

단의 인구통계적 특성, 의복구매 특성, 인터넷 이용

특성을 분석한다.

3. 인터넷광고태도에 따라 유형화된 대학생 집

단의 배너광고의 광고효과를 파악한다. 

<Table 1> Internet banner advertisement examples

Appeal type Image of internet advertisement Characteristics

Reasonal appeal type

(From. www.gmarket.co.kr)

Provide an information about 

price and gratitudes

Emotional appeal type

(From. www.gmarket.co.kr)

Provide only images of a product 

directly

Mixed type

(From. www.fashionplus.co.kr)

Provide images of a product and 

price or other events

2. Selection of internet advertisement and 

questionnaire 

본 연구의 설문지 조사를 위하여 자극물로 사용

된 광고는 2010년 6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월드

컵 응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관심을 끌고, 

판매고가 높은 붉은 티셔츠 1개의 품목에 대한 배

너광고 다. 배너광고의 유형은 이성소구형 배너광

고, 감성소구형 배너광고, 혼합소구형 배너광고의 

세가지로 분류하 다. 

2009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인터넷 쇼핑몰 중 의

류매출이 가장 높은 G마켓(www.rankey.com)과 브

랜드 상품의 이월상품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온라

인으로 판매하기 시도했던 패션플러스(www.fashion 

plus.co.kr)에서 배너광고를 추출하 다. 2010년 6월 

5일 동일 시간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G마켓과 

패션플러스에 개제된 배너광고를 수집하여 이성소

구, 감성소구, 혼합소구의 광고로 분류하 다. 분류

된 배너광고를 의류학과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생

을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

고자 하는 소구유형의 정의에 가장 알맞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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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배너광고 3개를 추출하 다. 

배너광고를 선정할 때 고려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객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첫 번

째 페이지에서 보이는 배너광고 또는 바로 클릭하

면 들어갈 수 있는 배너광고로 한정하 다. 둘째,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된 광고를 이성소

구형 광고로 선택하 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완전

히 배제하고 상품 이미지를 제시한 광고를 감성소

구형 광고로 선택하 으며, 상품에 대한 설명과 상

품 이미지가 혼합된 광고를 혼합소구형 광고로 선

택하 다(Han, 2009; Kang, 2010). 그 결과, 이성소

구형 배너광고에는 상품에 대한 가격 및 사은품 증

정등의 이벤트를 알리고 있는 정보제시형 광고가 

선정되었다. 감성소구형 배너광고에는 남녀 상품모

두 입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한 이

미지제시형 광고가 선정되었다. 혼합소구형 배너광

고에는 상품이미지 및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복합형 광고가 선정되었다. 선정

된 배너광고물은〈Table 1〉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설문지

는 인터넷광고태도에 관한 20문항, 배너광고효과에 

관한 21문항, 의복구매특성에 관한 4문항, 인구통

계적 특성에 관한 4문항, 인터넷 이용 특성에 관한 

2문항으로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넷광

<Table 2> Demographic variables of subjects

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Sex
Men 284 44.4

Women 356 55.6

Age

18∼20 years old 136 21.5

21∼25 years old 425 67.5

26∼29 years old  69 11.0

Monthly pocket money

Less than 150,000 won 118 18.4

Over than 150,000∼less than 250,000 won 166 25.9

Over than 250,000∼less than 350,000 won 210 32.8

Over than 350,000 won  21 2.8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2,000,000 won 140 22.0

Over than 2,000,000∼less than 3,000,000 won 144 22.6

Over than 3,000,000∼less than 4,000,000 won 172 27.0

Over than 4,000,000 won 180 28.3

고태도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들(Kim & Ahn, 2008; 

Zheng, 2010)을 참고로 20 문항, 배너광고 유형

별 광고효과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들(Kim, 2007; 

Zheng, 2010)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7문항, 광고선

호도에 관한 2문항, 클릭의도에 관한 3문항, 구매의

도에 관한 2문항을 선택하 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 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는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78부의 설문지를 회

수하 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 38부를 제외한 총 64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 다. 연구대상자는 전북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었고, 연구자의 편

의를 위하여 임의 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 640명 중 남자와 여자의 비

율은 44.4%와 55.6%로 여자가 약간 많았으며, 나이

는 21세 이상∼25세 이하가 67.9%로 많았고, 26세 

이상∼29세까지가 32.1% 다. 월평균 용돈이 25만 

원 이상∼35만 원 미만인 대학생은 32.8%로 가장 

많았으며, 15만 원 이상∼25만 원 미만인 대학생이 

25.9% 다.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이 4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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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학생은 28.3%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 원 이

상∼400만 원 미만인 대학생들이 27.0% 다.  

SPSS PC(Ver.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 다. 각 문항의 기본적인 빈도분석을 실시

하 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

뢰도 검사를 실시하 다. 각 항목별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해 요인분석, 연구대상자의 광고태도에 대

한 집단을 확인하기 위한 군집분석, 항목별 요인에 

대한 군집 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

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대학생들의 의복 구매에 대한 특성은〈Table 3〉

과 같다. 

의복 구매를 위한 의사 결정을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대로 구입하는 경우가 86.8%로 가장 많았다. 

Park(2007)의 연구에서도 청바지를 구매할 때 본인

이 선택을 결정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 

<Table 3> Characteristics of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Variable Frequency Percentages

Decision maker
Self 554 86.8

Others  84 13.2

Monthly clothing expenditure

Less 50,000 won 251 39.2

Over 50,000∼less 150,000 won 268 41.9

Over 150,000∼less 250,000 won  78 12.2

Over 250,000 won  43  6.7

Clothing shopping frequency 

through internet

Once per a week  96 15.0

Once per 2 weeks 190 29.7

Once per a month 200 31.3

Once per 3 months 154 14.0

Patronage shopping mall*

Open market
1)

232 36.8

Fashion specialty mall
2)

 74 11.7

Fashion shopping mall
3)

132 21.0

Department store shopping mall4) 192 30.5

* 1) Open market: Intermediate sites of various products (ex: G-market, Auction, 11St) 
2) Fashion specialty shopping mall: Intermediate sites of fashion products (ex: Fashionplus, Halfclub) 
3) Fashion shopping mall: Sites owned by individuals 
4) Department store shopping mall: Sites owned by a department store (ex: Lotte Department, Shinsegae Department)

결과를 지지하 다. 월평균 의복구입비는 5만 원 

이상에서 15만 원 미만인 대학생이 41.9%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에서 의류를 쇼핑하는 횟수는 한 달

에 한번 정도 이용하는 대학생은 31.3%로 가장 많

았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테넷 쇼핑몰 유형을 살

펴보면 오픈마켓을 선호하는 대학생이 36.8%로 가

장 많았고, 이어 백화점 쇼핑몰 선호하는 대학생이 

30.5%, 개인 패션 쇼핑몰을 선호하는 대학생이 21.0%

다. 패션 전문 쇼핑몰과 개인 패션 쇼핑몰을 비

교하 을 때 패션상품만을 판매하는 사이트보다 

패션제품을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패션 쇼핑

몰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Kim (2000)의 패션 전문 쇼핑몰보다 종합 쇼핑몰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신뢰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

와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보

화 속도가 빨라졌고, 인터넷 쇼핑몰의 변화와 발전

을 통해서 개인 패션 쇼핑몰과 패션 전문 쇼핑몰 

또한 소비자들에게 공감과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

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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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ractice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s

Access time

Less 1 hour 96 15.0 

Over 2∼less 3 hours 272 42.5

Over 3∼less 4 hours 118 18.4

Over 4∼less 5 hours 38  5.9

Over 5 hours 116 18.1

Purpose of access

Homework  62  9.7

Leisure 194 30.3

Information surfing 216 33.8

Shopping  94 14.7

Game  66 10.3

Chatting   8  1.3

대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특성은〈Table 

4〉와 같다. 

하루 중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2

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의 사용 대학생이 42.5%

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목

적은 정보검색인 경우가 대학생의 3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여가를 위한 인터넷 사용이 30.3%, 쇼

핑이 14.7% 다. 본 연구 결과는 Han(2008)의 연구

에서도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기 위

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본 연

구 결과와 비슷했다. 이는 대학생들의 경우 정보검

색이나 여가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행동들

에 친숙해졌고 생활화되었음을 의미하 다.

2. Factors of attitudes toward internet ad and 

group segmentation

대학생들의 인터넷광고태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주

성분 분석에 의한 직교회전방법을 이용하 으며,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 다. 설문지 

20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낮은 1개의 문항을 제외하

다. 인터넷광고태도의 요인분석 결과는〈Table 

5〉와 같다. 

요인 1은 인터넷광고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획득

의 편리함과 서비스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다른 

미디어 광고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등

의 인터넷광고의 정보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정보성’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1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2.03%를 설명하 다. 요인 2는 인

터넷광고의 표현기법의 재미와 다른 미디어보다 

재미있다는 문항과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움을 주는 오락적인 면에 대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오락성’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 2

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5.55%를 설명하 다. 

요인 3은 인터넷광고의 위치, 애니메이션, 지나친 

링크, 다양한 상과 음량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혼란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부정적 속

성’으로 명명하 다. 요인 3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13.85%를 설명하 다. 요인 4는 인터넷광고

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광고의 가치, 호감,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유익

성’으로 명명하 다. 요인 4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12.52%를 설명하 다. 요인 5는 인터넷광고

의 주목과 글씨체와 색상 등이 눈에 익숙함, 위치

의 주목,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주목성’으로 명명하 다. 요인 5는 4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0.78%를 설명하 다. 

요인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인터넷광고태도는 

정보성, 오락성, 부정적 속성, 유익성, 주목성의 5가

지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총설명력은 64.73% 다. 

Kim and Ahn(2008)의 연구에서는 정보성, 오락성, 

방해성, 신뢰성으로 분류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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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of attitudes towards internet advertisement

Contents Factor name Factor loading

Convinient to gather information about products or services

Information

.82

Provide a recent information about products or services .80

Provide more useful and diverse information than other media .74

Eigen value: 2.29  Variances: 12.03%  Cronbach's Alpha: .83

Exciting and unique in expression methods or techniques

Entertainment

.85

More interesting than advertisements in other media .85

Stimulate my curiosity .62

Entertaining and make me in good moods .63

Eigen value: 2.95  Variances: 15.55% (Cumulative variances: 27.58%)  Cronbach's Alpha: .84

Inconvenient in using internet because of advertisement's location

Negative

property

.74

Inconvinient because of too much animation or links .81

Disturb me with various images or sounds .82

Confuse me with a complicated construction .69

Eigen value: 2.63  Variances: 13.84% (Cumulative variances: 41.42%)  Cronbach's Alpha: .78

Various behavior for me

Benefit

.49

Valuable .61

Preference than other advertisements .78

Helpful in a wise purchase decision making .76

Eigen value: 2.37  Variances: 12.52% (Cumulative variances : 53.94%)  Cronbach's Alpha: .71

Attract my attention

Attention

.55

Characters or colors are very familiar with my eye .61

Attract my eye sight .79

Easy to move the related items .66

Eigen value: 2.05  Variances: 10.79% (Cumulative variances : 64.73%)  Cronbach's Alpha: .70

방해성이 부정적 속성으로 분류되었고, 정보성과 

오락성에 관한 요인은 같았다. Jung(2010)의 연구

에서는 정보성, 오락성, 주목성, 상호작용성, 부정

적 속성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추출된 유

익성은 선행연구의 상호작용성과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정보성, 오락성, 주목성, 부정적 속

성에 관한 요인은 같게 추출되었다. 

인터넷광고태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기초로 계층

적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구분될 군집의 수를 결

정하기 위해 K-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상이한 특성을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 다. 광고태

도를 기초로 한 4개의 집단의 소속인원 수와 평균

은〈Table 6〉과 같다. 

제1집단은 인터넷광고의 오락성, 유익성, 정보

성, 주목성은 집단들 중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속

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므로 ‘인터넷광고 선호

집단’으로 명명하 다. 인터넷광고 선호집단은 전

체 대상자의 31.45%를 차지하 다. 제2집단은 인

터넷광고의 정보성, 오락성, 부정적 속성, 유익성, 

주목성의 다섯 가지 요인 모두 중간 수준으로 ‘인

터넷광고 중도집단’으로 명명하 다. 인터넷광고 

중도집단은 전체대상자의 33.96%로 소속인원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집단은 인터넷광고의 

정보성, 오락성, 유익성, 주목성은 중간 수준이었으

나, 부정적 속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

타나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을 명명하 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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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gmentation according to attitudes toward internet advertisement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Factor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F

Information
3.95 3.10 3.47 2.15

236.23***
( .53)  A ( .55)  C ( .50)  B ( .67)  D

Entertainment
3.89 3.08 2.69 2.09

267.66***
( .44)  A ( .49)  B ( .62)  C ( .72)  D

Negative property
3.87 3.23 4.57 3.92

135.10***
( .61)  B ( .55)  C ( .38)  A ( .89)  B

Benefit
3.38 2.95 2.49 2.06

116.62***
( .60)  A ( .53)  B ( .68)  C ( .71)  D

Attention
3.70 3.18 3.09 2.23

151.29***
( .44)  A ( .49)  B ( .71)  C ( .65)  D

Frequency

(%)

200 216 128 92 636

(31.45) (33.96) (20.13) (14.47) (100.00)

***p<.001

광고 부정집단은 전체 대상자의 20.13%를 차지하

다. 제4집단은 인터넷광고의 정보성, 오락성, 유

익성, 주목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

으로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으로 명명하 다. 인

터넷광고 무관심집단은 전체 대상자의 14.47%를 

차지하 다. 

인터넷광고태도 요인에 따른 집단별 소속인원수

는 인터넷광고 중도집단, 인터넷광고 선호집단, 인

터넷광고 부정집단,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의 순이

었다. 인터넷광고에 대해 중도집단과 선호집단이 

높은데 반해 부정집단과 무관심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은 다른 연

령층보다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

하며, 인터넷 쇼핑 경험도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 추측되었다. 

인터넷광고태도를 기준으로 유형화된 집단의 인

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Table 

7〉과 같다. 인터넷광고태도에 따라 유형화된 집단

은 대학생들의 나이와 월평균 용돈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과 월평균 가

정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광고태도 유형화 집단의 차

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광고 부정집

단과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이 많았으며, 여학생들

은 인터넷광고 선호집단과 인터넷광고 중도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

다 인터넷광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었다. 

월평균 가정소득에 따른 유형화된 집단의 차이

를 살펴보면 월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낮은 가정

의 대학생은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에 많았으며,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높은 가정의 대학생은 인

터넷광고 선호집단에서 많았다. 가정소득이 평균 

수준의 가정의 대학생들은 인터넷광고 중도집단과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광고에 대

한 선호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광고태도를 기준으로 유형화된 집단의 의

복 구매 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Table 

8〉과 같다. 인터넷광고태도에 따라 유형화된 집단

은 의복을 구매시 의사결정 변인에 따라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월평균 의복구입비

와 쇼핑횟수, 선호쇼핑몰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형화 집단의 월평균 의복구입비 차이를 보면 

의복구입비가 5만 원 미만인 대학생은 인터넷광고 

중도집단과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에서 가장 많았

으며, 5만 원 이상에서 15만 원 미만인 대학생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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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egmented groups                Observed frequency(Expected frequency)

Group

Variable

IA positive 

group

IA intermediate

group

IA negative 

group

IA indifferent 

group
χ

2

Sex
Men 78( 88.7) 84( 95.8) 62( 56.8) 58(40.8) 18.82

***Women 122(111.3) 132(120.2) 66( 71.2) 34(51.2)

Age

18∼20 years old 47( 38.9) 34( 33.4) 32( 42.8) 23(21.0)

20.8721∼25 years old 125(123.9) 103(106.2) 145(136.2) 60(66.7)

25∼29 years old 10( 19.2) 19( 16.4) 23( 21.1) 15(10.3)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2,000,000 won 44( 43.7) 40( 46.7) 18( 27.9) 36(19.7)

38.98

***

Over 2,000,000∼less 3,000,000 won 36( 45.6) 56( 48.8) 36( 29.2) 16(20.5)

Over 3,000,000∼less 4,000,000 won 56( 54.4) 48( 58.2) 48( 34.8) 20(24.5)

Over 4,000,000 won 64( 56.3) 70( 60.3) 26( 36.1) 18(25.3)

Monthly 

pocket

money

Less 50,000 won 46( 41.7) 36( 34.1) 42( 48.0) 60(60.2)

24.75

Over 50,000∼less 150,000 won 26( 33.5) 12( 27.5) 42( 38.6) 68(48.4)

Over 150,000∼less 250,000 won 22( 19.5) 22( 46.0) 20( 22.4) 22(28.1)

Over 250,000∼less 350,000 won 36( 36.7) 38( 30.1) 48( 42.3) 40(53.0)

Over 350,000 won 14( 12.7) 10( 10.4) 14( 14.6) 18(18.3)

***p<.001

<Table 8> Characteristics of clothing purchasing of segmented groups       Observed frequency(Expected frequency)

Group

Variable

IA positive 

group

IA intermediate 

group

IA negative 

group

IA indifferent 

group
χ2

Decision

maker

Self 162(157.9) 130(135.3) 174(171.8) 84(85.0)
26.01

Others 20( 24.1) 26( 20.7) 24( 26.2) 14(13.0)

Monthly

clothing

expenditure

Less 50,000 won 67( 78.9) 96( 85.2) 50( 50.5) 38(36.3)

16.81

*

Over 500,000∼less 150,000 won 88( 83.6) 78( 90.3) 62( 53.5) 38(38.5)

Over 1500,000∼less 250,000 won 26( 24.5) 30( 26.5) 14( 15.7) 8(11.3)

Over 250,000 won 19( 12.9) 12( 13.9) 2(  8.3) 8( 5.9)

Shopping

frequency

Once per a week 98( 79.9) 82( 86.3) 50( 51.1) 24(36.7)

27.56

***

Once per 2 weeks 42( 44.7) 42( 48.2) 34( 28.6) 24(20.5)

Once per 4 weeks 36( 34.0) 38( 36.7) 20( 21.7) 14(15.6)

Once per 3 months 24( 41.5) 54( 44.8) 24( 26.6) 30(19.1)

Patronage

shopping

mall

Open market shopping mall 60( 55.6) 62( 66.7) 80( 74.1) 30(35.6)

27.24

***

Fashion specialty shopping mall 16( 17.7) 10( 21.3) 26( 23.6) 22(11.3)

Fashion shopping mall 38( 31.6) 44( 38.0) 36( 42.2) 14(20.2)

Department store shopping mall 36( 45.0) 64( 54.1) 58( 60.1) 30(28.8)

***p<.001 *p<.05

터넷광고 부정집단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인터넷

광고 선호집단에서는 의복구입비가 25만 원 이상

으로 지출이 많은 대학생이 많았다. 유형화된 집단

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횟수의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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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쇼핑횟수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쇼핑선호 대학

생은 인터넷광고 선호집단에서 가장 많았으며, 3개

월에 1회 이상의 대학생은 인터넷광고 중도집단과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은 2주에 1회 이상의 쇼핑횟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화된 집단이 

선호하는 인터넷 쇼핑몰 유형의 차이를 보면 오픈

마켓 쇼핑선호 대학생은 인터넷광고 선호집단과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패션 전문 쇼핑몰을 선호하는 대학생은 인터

넷광고 무관심집단에서 가장 많았으며, 백화점 쇼

핑몰을 선호하는 대학생은 인터넷광고 중도집단에

서 가장 많았다. 

인터넷광고태도를 기준으로 유형화된 집단의 의

복 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터넷광고 부정

집단은 의복구입비와 쇼핑횟수가 다른 집단에 비

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광고 선호집

단과 부정집단 모두 오픈마켓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광고 선호집단

의 경우 의복구입비와 인터넷 쇼핑횟수도 높아 인

터넷 쇼핑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

해 인터넷광고 중도집단과 무관심집단은 의복구입

비와 인터넷 쇼핑횟수가 낮아 쇼핑에 소극적인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광고 부정집단

은 의복구입비와 인터넷 쇼핑횟수가 평균수준으로,

<Table 9> Internet practice characteristics of the segmented groups         Observed frequency(Expected frequency)

Group

Variable

IA positive 

group

IA intermediate 

group

IA negative 

group

IA indifferent 

group
χ2

Access

time

Over 1∼less 2 hours 24(30.2)  40(32.6) 14(19.3) 18(13.9)

33.51***

Over 2∼less 3 hours 76(84.3) 104(91.0) 60(53.9) 28(38.8)

Over 3∼less 4 hours 52(37.1)  22(40.1) 26(23.7) 18(17.1)

Over 4∼less 5 hours  8(11.9)  18(12.9)  6( 7.6)  6( 5.5)

Over 5 hours 40(36.5)  32(39.4) 22(23.3) 22(16.8)

Purpose 

of access

Homework 12(18.9)  24(20.4) 10(12.1) 14( 8.7)

49.92***

Leisure 50(61.0)  62(65.9) 52(39.0) 30(28.1)

Shopping 38(29.6)  26(31.9) 22(18.9)  8(13.6)

Information surfing 84(67.9)  72(73.4) 36(43.5) 24(31.2)

Game 16(20.1)  24(21.7)  8(12.9) 16( 9.3)

Chatting 0( 2.5)   8( 2.7)  0( 1.6)  0( .2)

***p<.001 *p<.05

이는 인터넷광고 중도집단과 무관심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은 인터넷광고

에는 부정적이지만 쇼핑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 

집단으로, 인터넷광고를 본 후 의류를 구입하기 보

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고 의복구입비가 높은 인터넷광고 선호집

단은 오픈마켓을 선호하므로, 이들을 표적으로 한 

인터넷광고는 오픈마켓 쇼핑몰이 가장 적합할 것

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인터넷광고태도를 기준으로 유형화된 집단의 인

터넷 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Table 9〉

와 같다. 유형화된 집단은 인터넷 접속시간과 접속

목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유형화 집단의 인터넷 접속시간의 차이를 보면 

하루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인터넷을 사용하

는 대학생은 인터넷광고 중도집단과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3시간 이상∼4시

간 미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학생은 인터넷광고 

선호집단에서 많았다.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은 인

터넷 사용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으로 가

장 짧았다. 유형화 집단의 인터넷 접속목적의 차이

를 보면 인터넷광고 선호집단은 주로 정보를 검색

하기 위하여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터넷광고 

중도집단은 주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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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많았다. 또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은 주로 여

가선용을 위해서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터넷

광고 부정집단은 주로 게임을 위해서 접속하는 대

학생이 많았다. 즉, 이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광고 

선호집단이 접속시간이 평균 수준이며, 정보검색을 

위한 접속이 많으며, 인터넷광고 중도집단은 접속

시간이 평균에서 적으며 과제를 위한 접속이 많았

다. 또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은 접속시간이 평균보

다 낮고 여가선용을 위해 인터넷 접속이 많으며,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은 접속시간이 짧고 게임을 

위한 인터넷 접속이 많았다. 

3. Advertisement effects of fashion banners

패션 배너광고 유형별 광고효과에 관한 기술통

<Table 10> Advertisement effects of fashion banners

Statistics

Type
Mean

Standard 

deviation

Reasonal 

appeal type

Preference 2.84  .81

Click intention 2.30  .96

Purchas intention 2.00  .87

Emotional 

appeal type

Preference 2.97  .95

Click intention 2.60 1.05

Purchase intention 2.28  .98

Mixed 

appeal type

Preference 3.33  .92

Click intention 2.97 1.00

Purchase intention 2.48  .96

<Table 11> Fashion banners's advertisement effects of segmented groups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Type

IA positive 

group

IA intermediate 

group

IA negative 

group

IA indifferent 

group
F

Reasonal 

appeal 

Preference 3.16( .81)A 2.82( .71)A 2.73( .75)B 2.37( .88)C 23.08**

Click intention 2.63( .96)A 2.40( .87)B 1.95( .97)C 1.88( .88)C 21.96**

Purchase intention 2.25( .90)A 2.16( .86)A 1.62( .76)B 1.60( .63)B 25.43**

Emotional 

appeal 

Preference 3.34(1.02)A 2.94( .78)B 2.87( .89)B 2.41( .94)C 23.17**

Click intention 3.00(1.14)A 2.61( .90)B 2.34(1.06)C 2.07( .82)D 21.68**

Purchase intention 2.61(1.08)A 2.33( .85)B 2.05( .98)C 1.76( .75)D 19.94**

Mixed 

appeal

Preference 3.59( .84)A 3.33( .87)B 3.30( .71)B 2.86(1.22)C 14.33**

Click intention 3.25( .90)A 3.04(1.01)AB 2.91( .89)B 2.31(1.07)C 20.52**

Purchase intention 2.72( .95)A 2.57( .94)A 2.29(.90)B 2.02( .94)C 14.35**

계량은〈Table 10〉과 같다.

패션 배너광고의 유형별 선호도, 클릭의도, 구매

의도의 평균을 비교하면 혼합소구형 배너광고의 

선호도, 클릭의도, 구매의도가 다른 배너광고 유형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패션배너광고의 유형 중 

이성소구형 배너광고의 선호도는 클릭의도나 구매

의도보다 더 높았으며, 이어 클릭의도이었고, 구매

의도는 가장 낮았다. 감성소구형 배너광고의 선호

도는 클릭의도나 구매의도보다 더 높았으며, 이어 

클릭의도이었고, 구매의도는 가장 낮았다. 혼합소

구형 배너광고의 선호도는 클릭의도나 구매의도보

다 더 높았으며, 이어 클릭의도이었고, 구매의도는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클릭의도는 구매의도보다 

높으므로 높은 클릭의도를 구매의도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형화된 집단의 패션배너광고 유형별 광고 효

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Table 11〉과 같다. 인

터넷광고 선호집단은 이성소구형 배너광고, 감성소

구형 배너광고, 혼합소구형 배너광고에 대한 선호

도, 클릭의도, 구매의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광고 중도집단은 이성소구형 배너

광고에 대한 구매의도, 혼합소구형 배너광고의 클

릭의도와 구매의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은 이성소구형 배너광고에 대

한 클릭의도, 감성소구형 배너광고에 대한 클릭의

도와 구매의도가 낮은 편이었다. 인터넷광고 무관

심 집단은 이성소구형 배너광고, 감성소구형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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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혼합소구형 배너광고에 대한 선호도, 클릭의

도, 구매의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낮았다.

Ⅴ. Conclusions & Suggestions

인터넷의 확산과 생활화에 따라 패션제품에 대

한 소비자 태도와 향도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방문하고 구입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광고태도에 따른 패션배

너광고 효과를 파악하여 패션 배너광고 기획사에

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학생들은 의복 구입시 본인이 직접 결정

하고, 매달 15만원 미만의 의복구입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달에 한번 정

도 의복을 구입하는데  오픈마켓을 주로 이용하고, 

하루에 2∼3시간 정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하거나 여가를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인터넷광고태도의 요인은 정보성, 오락성, 

부정적 속성, 유익성, 주목성이었고, 이들 요인을 

기준으로 인터넷광고 선호집단, 인터넷광고 중도집

단, 인터넷광고 부정집단,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

의 4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인터넷광고 선호집단

은 여학생, 가정의 소득이 높고, 의복구입비 지출이 

많으며, 쇼핑횟수가 높고 오픈마켓을 선호하며, 인

터넷 접속시간이 길고 주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 다. 인터넷광고 중도집단은 여학

생, 가정의 소득이 낮고, 의복구입비 지출이 적고, 

쇼핑횟수가 낮으며, 백화점 쇼핑몰을 선호하고 인

터넷 접속시간은 평균 수준이며, 주로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 다.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은 

남학생, 가정의 소득이 약간 높으나, 의복구입비 지

출이 적고, 쇼핑횟수는 평균 수준이며, 오픈마켓을 

선호하고, 인터넷 접속시간은 평균 수준이며, 여가

선용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 다. 인터넷광고 무

관심집단은 남학생, 가정의 소득, 의복구입비 지출

과 쇼핑횟수가 아주 낮은 경우가 많고, 패션 전문 

쇼핑몰을 선호하고, 인터넷 접속시간이 짧으며, 주

로 게임을 위해 접속하 다.

셋째, 대학생들은 혼합소구형의 패션배너광고에 

대한 선호도, 클릭의도, 구매의도가 제일 높았다. 

특히 인터넷광고 선호집단은 이성소구형, 감성소구

형, 혼합소구형 패션배너광고에 대한 선호도, 클릭

의도, 구매의도가 모두 가장 높았으나,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은 이들 배너광고에 대한 선호도, 클릭

의도, 구매의도가 모두 가장 낮았다. 인터넷광고 중

도집단은 이성소구형 배너광고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의도, 혼합소구형 배너광고에 대한 클릭의도와 

구매의도가 높았으며, 인터넷광고 부정집단은 이성

소구형 배너광고에 대한 클릭의도와 구매의도가 

가장 낮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은 패션상품 구입시 오픈마켓을 선호하므로 대학

생들을 위한 패션상품은 오픈마켓을 활용하면 효

율적일 것이다. 둘째, 인터넷광고 선호집단을 위한 

패션상품은 가격대가 높아도 오픈마켓을 통하여 

다양한 소구 유형의 패션배너광고로 홍보하면 효

율적일 것이다. 셋째, 인터넷광고 중도집단을 위한 

패션상품은 저가 위주로 선택하여 백화점 쇼핑몰

을 통하여 이성소구형 또는 혼합소구형 배너광고

로 홍보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넷째, 인터넷광고 부

정집단은 중간 가격대의 패션상품으로 오픈마켓을 

통하여 혼합소구형 배너광고로 홍보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광고 무관심집단을 위한 패

션상품은 낮은 가격대의 패션상품을 패션 전문몰

을 통하여 홍보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

넷광고 무관심집단은 배너광고에 관심이 아주 낮

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배너광고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북지역 대학생

들을 연구 대상자로 표집하 고, 연구 당시 대다수 

대학생들이 많이 구입했던 붉은 티셔츠 단일품목

을 대상으로 인터넷광고 효과를 측정하 기 때문

에 본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패션의류 품목에 대한 광고효과를 분석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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