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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광고에 장르 개념을 학제적으로 적용하여 방송광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대한 기대관
점과 장르 활용에 대한 태도가 소구유형으로서의 방송광고 장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있
다. 연구 결과, 거시환경적 기대관점과 부정적 태도 간에, 미시실용적 기대관점과 긍정적 태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상황적 기대관점의 소비자는 방송광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방송광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미시실용적 기대관점을 지닌 소비자는 비교광고와 성표현광고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통합상황적 기대관점을 가진 소비자는 거시환경적 기대관점과 미시실용적 기대관점의 
중간적인 호감도를 보였다. 방송광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비교광고와 성표현광고 호감
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적 태도를 가진 소비자의 방송광고 장르 유형에 대한 호감도는 부정
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의 중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방송광고 장르, 기대 관점, 방송광고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xpected perspective on the role of genre and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in broadcast ad on the liking of broadcast ad genre as appeal types of creativity.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acro-environmental expected perspective(MEEP)
on the role of genre and a negative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in broadcast a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icro-practical expected perspective(MPEP) and a positive attitude was also found. Consumers with an 
integrated-situational expected perspective(ISEP) show a mor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dual attitude. 
Consumes with a MPEP have a stronger liking on comparative ad and sex appeal ad, and consumers with an 
ISEP show a median liking. Consumers with positive attitude have a stronger liking on comparative ad and sex 
appeal ad, and consumers with a dual attitude show a median liking that is between the positive attitude-based 
consumers’ and negative attitude-base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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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하이테크놀로지가 지속 으로 양산해 내는 

첨단의 속성들이 미디어, 커뮤니 이션, 고 산업 등에 

필연 인 융합과 이로 인한 련 시장의 재편을 가속화 

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논리

와 함께 미디어 산업 발 의 결과물에 한 경제  가치

의 가변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

으로 최근의 상호작용성 기반 커뮤니 이션 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기  가치 충족을 한 호혜  커뮤니 이션의 

필요성 인식의 확 에도 그 변화의 원인이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상호작용성에 기반을 둔 최근의 마  커뮤

니 이션 환경 하에서, 방향 커뮤니 이션의 체계가 

정보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호혜 인 기  가치의 

교환과 공유를 실제 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는 

교섭이 발생할 수 있는 기능  가능성만 갖추고 있는 기

계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산업 사

회의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던 통의 미디어들은 상호작

용성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  미디어로의 변화를 거듭하

고 있고, 이러한 호혜  상호작용성 기반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인  학문 간의 학제  연계성과 용성, 그리고 

련 분야 간의 실용  융합을 통한 미디어와 소비자 

련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디어 산업과 한 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 산업에도 질  양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  양  측면에서의 고의 변화는, 

업계의 실무자와 유  분야의 학자들로 하여  외형 인 

측면에서 미디어· 고 산업과 그 향력에의 변화된 패

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하이테크 기반 미디어의 속성과 

이를 활용한 고의 효과에 더 많은 심을 갖게끔 유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환기 상에서 기존의 통 

미디어를 활용한 고연구  이들의 거시 ·사회  

향력의 재확인과 련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제  융합 기반의 패러다임 변환 

시 에서, 기존의 일 방향  핵심 매체에서 상호작용  

매체로의 역 확 가 꾸 히 진행되고 있는 통 미디

어를 상으로, 소비자의 고에 한 거시환경 ·미시

실용  과 태도를 재검토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의 

략  지향 을 재정립 하는 것은 시기 으로 한 

시도이다.

방송 고에서의 장르는 학제  성격을 갖고 있는 ‘장

르’ 개념을 방송 고라는 실제 ·구체  상에 용한 

것으로, 고 크리에이티  표 을 해 활용되는 다양

한 방송 고 유형에 한 보편  유목화 과정의 결정체

라 할 수 있으며, 그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향

력과 책임성 고려와, 기업 목표 달성의 효율  수단화라

는 양면  과제를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볼 때, 방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한 기  

은, 방송 고 장르와 다양한 련 주체들 간의 상호 

향력, 사회  계성  문화   효과 등을 고려,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이 사회 ·문화 ·윤리  향

력  책임과 련되어 있음을 시하는 거시환경  기

과, 방송 고의 기획·제작·집행과 련된 기업·조

직의 마  커뮤니 이션 목표 달성을 한 략  컨

셉과 메시지의 효율  달 수단으로서 방송 고 장르의 

역할을 바라보는 미시실용  기 , 그리고 이들 두 

개념을 실 으로 모두 포함하는 상호 보완  공존 

계로서의 통합상황  기 으로 별할 수 있다.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방

송 고가 특정 장르 유형의 내재  속성·특성에 한 소

비자의 잠재  인식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마  커뮤

니 이션 활동 참여에 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획자가 소비자의 방송 고에 한 방어기

제 정도를 악하는 것을 돕고, 나아가 의도한바 메시지 

달 용이성 측의 기본  근거가 되는데, 이러한 태도

는 구체 으로 정  태도와 부정  태도로 별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 고’ 자체에 한 정 ·부

정  태도 연구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과, 최근 들

어 학제  성격을 띠는 장르 개념의, 실용  성격을 띠는 

고 산업에로의 용이 실제 으로 확 되고 있음을 고

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근은 최근의 미디어 활용 패러

다임 변환기에서 융합과 재편을 거듭하고 있는 기존 미

디어의 고, 특히 방송 고의 장르 개념에 한 태도 연

구로 세분화, 구체화 되고 있음에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

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환 시 에서, 기존의 일 방향  핵

심 매체에서 상호작용  매체로의 역 확 가 꾸 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매체를 심으로 한, 소비자의 방송

고 장르의 활용에 한 태도의 재검토는 비록 탐색

이지만 시기 으로 하다.

고에서의 크리에이티 는 소비자와의 물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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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확 를 한 노출의 시작 으로서, 수용자의 

주목을 유도하여 궁극 으로 고 캠페인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술  측면의 핵심으로 기능한다. 사실, 고

에서 크리에이티 는 그 성격 상 계량화가 어려운 변수

의 하나로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근

을 추구하는 고의 략  측면에서 크리에이티 의 

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고에서의 크리에이티 가, 1)

컨셉의 효율  달, 2)감각의 집  활성화 유도를 통

한 향력 증 , 그리고 3) 고 집행 이후의 효과 측정을 

해 고려되는 주요 핵심 요소 등으로 기능하기 때문이

다. 이 게 볼 때, 방송 고에서 크리에이티  표  양식

으로서 주요 방송 고 장르 유형의 효과와 향력을 검

토하는 것은, 방송 고에서의 장르의 활용이, 고주에

게는 마  커뮤니 이션 목표 달성을 한 고 컨셉

의 안정  달 틀로서 기능하고, 제작자에게는 캠페인 

콘텐츠 제작의 효과 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조

건화된 인지 코드를 활용한 기  가치의 안정  교환 틀

로써 기능하는 바[1], 고 략 수립과 효과 측정 과정에

서 크리에이티 의 략 이고도 리  측면을 고려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미디어 산업  고 환경에서의 학제  융

합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시 에서, 본 

연구는 방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한 기  과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한 소비자의 일반  태도

가 고 크리에이티  소구 유형로서의 주요 방송 고 

장르 유형에 한 소비자의 호감도에 어떤 향을 끼치

는지를 실증 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 을 둔다.

2. 연구의 배경 

2.1 방송광고에서 장르 역할에 대한 기대관점

장르는 ‘유형별 범주화’로 쉽게 인지되며  사회에

서 학제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질서와 법칙의 인지  

체계"[1]이다. 장르의 개념은 오랫동안 술 ·미학 ·문

학  사회 상에서 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는 학제  성격을 띠며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는 바, 

장르 외 인 측면에서의 한 사회의 보편화 된 습, 문화

의 특수성, 시  가치 의 변화 등과 장르 내 인 측면

에서의 장르 유형 간의 교섭과 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유기  개성체로 꾸 히 그 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사회에서 장르 개념에 

한 이해가, 장르 유형의 분류와 범주화 과정에 한 타

당성과 성 확인이라는 의의 근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 학제  성격을 띠는 장르의 내  속성의 변화 

악  련 주체들의 개별 활용 목 에의 합성, 그리고 

장르와 사회 문화  외부 요인들과의 지속  상호 계

성과 향력을 통합 으로 고려해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

‘질서와 법칙의 인지  체계’[1] 라는 에서 볼 때, 

방송 고에서 장르의 개념은, 학제  성격을 갖는 장르

의 이론  분류 틀을 방송 고라는 실제  마  커뮤

니 이션 환경에 용, "방송 고를 통해 달되는 시청

각  메시지[내러티 ]를, 수용자에 의해 기 조건화된 

습  인지 코드를 활용하여 인지  범주화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해 놓은 보편  유목화 과정의 개성체"[1]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방송 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범 한 노출력과 이로 인한 사회  향력을 고려할 

때, 방송 고 장르에 한 근 역시 방송 고 장르의 분

류와 범주화의 성 악과 유지라는 의의 시각을 

넘어서, 거시  측면에서의 방송 고 장르가 수용자와 

사회, 그리고 련 산업 반에 미치는 향력과, 미시  

측면에서의 방송 고 장르가 련 주체들의 마  목표 

달성을 한 수단으로 기능함,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합 으로 고려해야 함을 함축 으로 제시한다.

한편, 고의 역할에 한 기존의 은, 고를 사회

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한 분야로 보는 거시  과, 

고를 기업의 목표 달성을 한 핵심  수단으로 보는 미

시  으로 별되어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은 

고의 역할에 한 일반 소비자의 기 치에도 향을 

미치는 바, 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소비자가 고는 무

엇보다도 사회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사회  향력과 

책임을 신 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는데 반

해,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소비자는 고가 기업의 마

 커뮤니 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선되어야 함을 

지 한다. 

이러한 에서 방송 고 장르의 역할에 한 거시

환경  은, 방송 고 장르의 콘텐츠 기획, 제작, 실

행, 사후의 규제와 련된, 방송 고 장르의 련 주체들

( , 고주, 제작자, 미디어 산업, 방송 고 산업, 규제 

기 , 수용자 등)과 방송 고 장르 간의 경제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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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교육 , 미학 , 1) 계성 악의 시성과 이들 

련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2)장르 향력 악의 

성, 3)이들 간의 통합  계와 향의 생성·변화의 

추   악의 효율성, 그리고 4)이들을 바탕으로 한 방

송 고 장르의 사회 ·윤리  책임의식 제고와 련된

다. 따라서 이 개념은, 방송 고 장르가 사회 문화 으로 

조건화 된 습과 경험에 기반을 둔 주요 인지 코드로서, 

방송 고 장르를 구성하는 콘텐츠·내러티 를 기획·제작

하는 생산자의 상업  이윤 추구 심의 입장보다도, 

된 장르의 향을 받는 수용자로서의 소비자와 유기체

로서의 사회 구성체 등의 입장을 심으로 한, 호혜 인 

공유 가치와 의미 교환의 장(場) 구축  강화 심의 시

각이다. 이 게 볼 때, 방송 고 장르의 역할에 한 거시

환경  기 은, 방송 고 장르가 다양한 련 주체

들 간의 사회  계성과 상호 작용을 통한 향력의 

요성을 통찰, 사회 , 문화 , 윤리  책임 의식을 고려하

여 기획, 제작,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과 하게 

연결된다. 아울러, 이 같은 기 은, 타 매체를 이용한 

고에 비해 비교  범 한 노출력을 갖고 있는 방송

고 장르의, 사회에 한 력과 함께 사회로부터의 

향력을 동시에 강조하며, 실제 인 방송 고 장르의 

활용에 있어서, 사회  책임감 수용, 윤리 의식의 고려, 

련 규제의 수,  사회의 보편  가치  고려 등의 

실천을 요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방송 고 장르의 역할에 한 미시실용  기 은, 

방송 고 장르가 고 캠페인 목표 달성을 한 컨셉의 

술  달 수단으로서, 고 효과의 효율성을 제고시

켜 궁극 으로 기업·조직의 마  커뮤니 이션 목표 

달성에 우선 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기업·조직의 기 하는 바 목표 달성을 해, 방송 고 장

르의 마  커뮤니 이션 목표 달성에의 효율  용 

가능성  가시  기여 가능성 악에 을 두는 개념

이다. 따라서, 이 은 방송 고 장르에 한 범주화의 

논리  성과 이들 유목의 실제 업무에의 용 타당

성, 이들 유형과 사회 문화  트 드와의 합성, 이들 유

형을 통한 수용자와의 호혜  기 가치 교환 가능성 등

을, 마  커뮤니 이션 목표 달성을 구심 으로 하여 

지속 으로 확인하고 추 하는 의의 개념으로 정리된

다. 이 게 볼 때 이 개념은, 고 캠페인과 콘텐츠의 기

획·제작자 입장에서, 고 목표 달성을 한 컨셉의 효율

 달 도구로서 기능하는 장르의 다양한 유형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이 게 정리된 각 장르의 구성 

틀과 콘텐츠의 논리  결합성, 실제  용에의 유용성 

등을 지속 으로 추 , 확인하는 시각과 연결된다. 따라

서, 방송 고 장르가 캠페인 기획과 실행, 효과 측정  

평가의 략  과정에 하게 련되어 있음과, 나아

가 이 과정에서의 효율 인 역할 수행을 해 유목의 

성, 구성 틀의 합성, 내  구성 요소  속성의 신뢰

성, 콘텐츠의 설득 가능성 등에 한 지속 인 검토와 강

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주시한다.

한편, 방송 고 장르의 역할에 한 기  의 정립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방송 고 장르의 역할

에 한 거시환경  이 미시실용  의 변화, 재

구축, 강화에 향을 미친다는 과, 둘째, 이러한 거시환

경  의 고려와 찰을 통해 미시실용   상의 

방송 고 장르 간 변화와 상호 작용의 동인(動因)을 추

, 악할 수 있다는 , 셋째, 미시실용  의 변화

가 거시환경  환경의 트 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 넷째, 두 의 이해에 있어, 상호 작용을 통한 지속

 변화를 고려, 통합  시각의 근이 필요하다는  등

을 들 수 있다. [Fig. 1]은 방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한 기 과 련 주체 간의 계  두 기  간

의 상호 계성을 보여 다1). [Fig. 2]는 방송 고 장르

의 활용에 한 거시환경 , 미시실용 , 그리고 통합상

황  기  각각의 기능과 상호 계성을 보여 다.

2.2 방송광고에서 장르의 활용에 대한 태도

2.2.1 긍정적 태도

방송 매체가 갖고 있는 강제  노출력의 향을 고려

할 때, 방송 고가 특정 장르 유형이 갖고 있는 내재  

속성·특성에 한 소비자의 잠재  인식 활용을 통해 소

비자의 태도에 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음은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에서,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일반 으로 정  태도와 부정

태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고의 순기

능, 역기능, 향력 등과 련된 연구[2,3,4]를 방송 고에

1) Modified from The Characteristics and Approaching Method 
of Studying Broadcast Advertising Genre, Chapter 6, p.119, 
Chulho Kim, in Broadcast Advertising Genre, Communication 
Book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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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ed Perspectives on the Role of Genre in Broadcast Ad and 
the Related Agents in Ad Environment

서의 장르 활용에 학제 이고도 융합 으로 용한 것이

다.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정  태도는, 1)

고의 사회  환경과 련된 측면과, 2) 고의 리  

환경과 련된 측면에서의 방송 고 장르의 순기능을 지

지한다.  따라서, 이 은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이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 안에 한 비교, 평가를 도와주

고,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제의 발 에 기여한다

고 본다. 

고의 사회  환경과 련된 측면에서의 방송 고 

장르 활용에 한 정  태도는,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

원의 바람직한 사회화를 돕는 조건화 코드  소비자의 

정서와 련된 문화  인지 코드로서 기능하며, 소비자

의 문화  트 드 발생·형성의 동인(動因)과 그 변화의 

속성 악을 도와주며, 사회의 가치 과 윤리 의식의 제

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을 지지한다.

한, 이 은 최근의, 고 자체를 하나의 술 행

로 보는 경향과, 고 자체를 즐기는 상도 방송 고

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수용자 입장에서의 정  태

도와 련된다고 할 수 있다.

고의 리  환경과 련된 측면에서의 방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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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Environ

-mental

Expected

Perspective

(MEEP)

Emphasizing of social, cultural, ethical 

responsibilit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of agents related to the use 

of the broadcasted ad genre

(advertisers, producers, media 

industries, advertisement industries, 

consum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Focusing on

1) Timelines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related 

agents

2) Appropriacy of the understanding of 

genre influence through the 

interaction among related agents

3) Efficiency of pursuing/confirming  

the creation/change of integrated 

relationship and influence among 

related agents

4) Confirmation of improving the social, 

ethical sense of responsibility in the 

broadcast ad genre

Integrated-

Situational

Expected

Perspective

(ISEP)

Seeing the fact that the two 

expected perspectives can 

change each other's 

perspective and can possibly 

be a motive for interaction

1) Macro-environmental 

expected perspectives 

affect the change, 

re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of 

micro-practical 

perspectives

 → Through the consideration 

and observation of 

macro-environmental 

expected perspectives, 

the motives for change 

and interaction among 

the broadcast ad genre in 

the micro-practical 

expected perspective can 

be pursued and 

understood

2) Change in the 

micro-practical expected 

perspective can induce 

change in the trend of the 

macro-environmental 

social system

Micro-

Practical

Expected

Perspective

(MPEP)

Concentrating on marketing 

communication goal achievem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advertising 

effect's efficiency and as a method of 

declaratory conveyance for the goal 

achievement of companies'/

organizations' ad campaigns.

Focusing on

1) Convenience of actual application 

from the theory's executive aspect

2) Possibility of realistic contribution for 

achieving a goal from the aspect of 

actualizing a goal

3) Possibility for control in the process 

from a managerial aspect

4) Convenience of confirming the result 

from an effect measuring aspect

[Fig. 2] Relationship Among Macro-Environmental, Micro-Practical, and Integrated-Situational 
Expected Perspectives

장르 활용에 한 정  태도는,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이 1)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

게 친숙한 인지 코드의 차용을 통해 소비자-기업·조직 

간의 기  가치의 호혜  교환 가능성을 확 해 주고, 소

비자의 정보 추구 욕구를 자극하여 궁극 으로 마  

행 에서 소비자 상 제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제품 선

택 안의 비교, 평가를 통한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을 

돕는 동시에, 2) 고주에게는 친숙하게 조건화된 인지 코

드의 활용을 통한 기업·조직의 우호  이미지 구축을 도

와주고, 자사 제품과 서비스 소개를 한 한 정보 제

공 수단으로 기능하며, 아울러 자유 경쟁 시장 체제 하에

서 경쟁사 간의 건 한 경쟁을 유지, 활성화 시키는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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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r Producer

1) By using conditioned recognition codes, weakens 

the defense mechanism consumers have towards 

advertisers and towards ad messages

2) Helps the stable conveyance of ad concept, which 

support of goal achievement for ad campaigns

3) Functions as a method to help measure the 

scientific effect after executing a campaign

1) Functions as the guideline for message 

construction in ad campaigns

2) Makes possible estimation of the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tactics for planning contents

↖ ↗

Effect

of Using

Genre in

Broadcast

Ad

Consumer ↙ ↘ Ad Media

1) Helps gathering information and vitalization 

through the use of genre that reflects society's 

values and trends

2) By using the familiar conditioned genre, helps 

communication for the safe exchange of value 

expectation during information processing 

procedures and decision making

3) Helps friendly participation in reciprocal 

interaction with the ad agent, the source of 

information

1) Functions as a method of safe obtainment of 

economic profit value

2)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base for solid 

media management under the converging 

environment among medias

[Fig. 3]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Effect of Utilizing Genre in Broadcast Ad and Related 
Agents

조하고, 3) 고 제작자에게는 고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을 최 화 하기 한 술  

방향을 측하는데 지침이 되며, 4)나아가 의의 에

서 볼 때, 고가 방송 미디어 산업의 주요 수입원으로 

기능하는 바, 이들 조직의 안정 인 수익 가치 획득 가능

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할 뿐더러, 구축된 유목 

틀의 략 , 술  활용을 통한, 방송 고 산업의 활성

화를 유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이다. [Fig. 

3]은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과 련 주체 간, 정  

측면의 상호 계성을 도식화 한 것이다.

2.2.2 부정적 태도

방송 고에서 장르의 활용에 한 부정  태도는, 앞

에서 주지하 듯이 고의 부정 ·역기능에 한 시각

[2,3,4]을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 개념에 학제 이고

도 융합 으로 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볼 때,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부정

 태도는 1) 고의 사회 문화  환경과 련된 측면과, 

2) 고의 리  환경과 련된 측면에서의 방송 고 

장르의 역기능을 지지한다.

고의 사회 문화  환경과 련된 측면에서의 방송

고 장르 활용에 한 부정  태도는,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이 술·문학 등의 형식을 통해 보편화·일반화 

되어있는 친숙한 인지 코드를 활용, 문화 술 분야에서 

표방되는 공유 가치를 변형·조합하여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장르의 속성을 지나치게 노출, 어린이나 청

소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

인 측면에서 볼 때 경쟁 인 과다 이용을 통해 사회 구성

원의 건 한 윤리 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고, 질 인 측면

에서 볼 때 고와 련 산업 자체의 상을 격하시키는 

문제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의 가치 과 습

에 반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과 련된다. 이

러한 시각은 고가 사회로부터 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고가 사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

로 기능할 수 있음에 주목한 의 연장선상에 존재한

다.

한편, 고의 리실용  환경과 련된 측면에서의 

방송 고 장르 활용에 한 부정  태도는, 방송 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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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장르 활용이 기업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친숙한 

장르의 속성을 상업 으로 이용하도록 조장한다는 부정

 시각과 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근은 방

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이 소비자에게 친숙한 크리에이

티  소구유형으로서의 장르를 히 이용함으로써, 불

필요한 제품의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제

품 구매 시의 소비자의 올바른 단을 부지불식 에 흐

뜨릴 수 있고, 상업  메시지를 정보 가치보다도 친숙하

게 조건화된 인지 코드에 의해 평가하도록 유도 할 수 있

으며, 나아가 경쟁사 간 필요 이상의 과다한 경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바, 궁극 으로 크리에이티  소구 유형

으로서의 장르 활용이 기업의 잉여 이득 획득을 돕는 

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2.2.3 이중적 태도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이  태도는, 방

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련 주체들의 상반된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태도는 자본주의 자유 경쟁 체제를 고려, 방송 고에서 

소비자에게 친숙한 장르를 이용하는 것이 곧 마  커

뮤니 이션 목표 달성을 한 기업 활동의 일환임을 인

정하는 실  시각과, 사회 문화  인지·소통 코드로써 

소비자에게 친숙한 장르 유형이 기업의 잉여 이익 획득

을 한 설득 도구로서 마  커뮤니 이션 행 의 하

나인 방송 고에 활용되는 것에 한 부정  시각을 모

두 포함하는 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기 두 가지 

시각이 사회의 환경  배경과 기업  소비자가 직면한 

상황 등에 따라 상당히 가변 임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  특성은, 1:1 가치 교환 지향 체제 

하에서 상호작용  매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매체 다채 화에 따른  소비자 정보 제공의 경쟁  

과다와 소비자의 고 회피 상에 기인한 진정한 상호

작용 구 의 어려움, 로벌 환경의 확 에 따른 이종 문

화 간 교차 수용 보편화 추세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화  

습과 윤리  규범의 변화가 래하는 가치 의 혼재 

상 등 상반 가치가 공존하는 실에서 최근의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이 선택에 한 확신의 유보 성향과 일시

 회피 성향을 반 하는 소극  태도와, 선택 안들 각

각의 상이한 기  가치를 선별 취합하고자 하는 극  

의지라는 양면성을 함께 함축하고 있음과 그 커다란 맥

락을 같이한다. 즉,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이러한 

양면  입장은 상호작용  매체 심의 고 매체 활용 

패러다임 변화의 가속화, 기업 간 경쟁의 심화  이로 

인한 소비자 상 변화와 소비자-기업 간 호혜  상호작

용 증가, 로벌 환경의 확 에 따른 사회 문화  가치

과 윤리  규범의 변화 등 가변  마  커뮤니 이션 

환경 하에서 특정 결정·선택 사안에 한 소극  극  

태도가 지속 으로 복 는 교차되어 나타남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수용자 입장에서의 

이  태도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동조하는 구성원인 

동시에 조직 외부의 사회  소비자·정보소비자라는 양면

 존재로 기능하는 인이 처한 상황  가변성을 고

려할 때, 련 주체들 모두의 입장을 수용하는 호혜성에 

기반을 둔 극  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제 이고

도 다분히 이론  성격을 띠는 장르 개념의, 실용  성격

을 띠는 마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서의 방송 고에

의 개념 용  방송 고에서의 장르 개념 활용에 한 

기존의 융합  수용자 태도 연구는 활성화 되어있지 않

은 실정이다.

2.3 크리에이티브 소구유형으로서의 방송광고 

장르

고에서의 ‘크리에이티 ’ 개념은 일반 으로 표  

양식, 소구 형태, 제시 유형 등에 의해 표 될 수 있는 바, 

고에서의 소구 유형은, “ 고의 크리에이티  표  수

단의 하나로서, 일반 으로 주  성격이 강한 특성 상 

계량화가 불가능한 크리에이티 의 개념을, 유목화를 통

해 측정이 가능한 구체  개념으로의 환을 돕는 리

 과정으로 그 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근은, 측정 가능한 목표의 정립  이를 통한 캠

페인 종료 후의 효과 측정을 한 논리  근거의 제시 필

요성 이라는, 고 캠페인 략의 기본 틀 구성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다분히 측정 가능한 변인으로 ‘크리에이티

’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용한 것”[5]이다. 아울러, 

고 캠페인에서 크리에이티 가 “소비자와의 을 확

하기 한  성격을 띠고, 캠페인의 효율  실행과 

계획된 효과의 향력 확 , 그리고 캠페인 종료 후의 효

과 측정 등에 기여하기 한 사명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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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에서의 소구 유형에 한 의의 시각은, 소비자

와의 기  가치 교환에 한 욕구를 시에 효과 으로 

환기시키기 한 실제 인 아이디어의 인지 인 제시 형

태”[5]로 그 역할을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고에서의 크

리에이티 가 마  커뮤니 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소비자와의 물리 ·인지  의 확 를 한 노

출의 시발 이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방송 고에서 크리에이티  소구 유형으

로서의 장르 활용은, 학제  특성 상 선행 연구의 부족이

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종 학문 간 융합  목 분야의 

탐색  근 과정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이를 통한 측정 

가능한 요소로의 크리에이티 의 변인화를 추구하는 과

정으로서 학제 ·융합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연구문제

앞의 이론  배경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를 설정하 다.

첫째, 방송 고에서 장르 역할에 한 기  과 방

송 고에서 크리에이티  소구유형으로서의 장

르 활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 간에는 어떤 

련이 있는가?

둘째, 방송 고에서 장르 역할에 한 기  에 따

라, 크리에이티  소구 유형으로서의 주요 장르

에 한 소비자의 호감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가?

셋째,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

에 따라, 크리에이티  소구 유형으로서의 주요 

장르에 한 소비자의 호감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4. 연구방법  

4.1 변인 및 장르 유형의 설정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방송 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기 과 방송 고에서의 장

르 활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이다. 방송 고에서의 장

르 역할에 한 기 은 거시환경 , 미시실용 , 통

합상황  기 으로 구분하 는데, 거시환경  기

은 방송 고에서의 장르 역할을, 방송 고 장르와 

련 주체 간의 상호 향력과 련성을 고려한, 사회  

책임 의식, 윤리 의식, 문화  향력, 련 규제의 수 

등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경우로, 미시실용  기

은 그 역할을 기업의 마  커뮤니 이션 목표 달성의 

효율  수단으로 우선 고려하는 경우로, 그리고 통합상

황  기 은 상기 두 가지 기 을 모두 포함하

는 경우로 설정하 다.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정 , 부정 , 이  태도로 구분

하 는데, 정  태도는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이 경

제 , 사회 , 문화  순기능과 련된 경우로, 부정  태

도는 이에 한 역기능과 련된 경우로, 그리고 이  

태도는 이들 두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로 설정하

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는, 크리에이티  소구유

형으로서의 주요 방송 고 장르에 한 소비자의 호감도

가 사용되었다. 크리에이티  소구유형으로서의 주요 방

송 고 장르로는 윤리  쟁 을 상 으로 유발하기 쉬

운 소구유형인 비교 고와 성 표  고가 사용되었다. 

비교 고와 성 표  고를 실험의 매개물로 사용한 이

유는, 비교 고와 성 표  고가 소비자의 심과 주목

을 유도할 수 있는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바, 고

주에 의해 상 으로 빈번하게 선호되는 크리에이티  

소구유형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비교 고가 정도를 벗

어날 경우 상 에 한 비도덕  비방 고로, 그리고 성 

표  고가 정도를 벗어날 경우 성에 한 잘못된 가치

을 형성할 수 있는 고로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단에 의한 것이다.

4.2 실험 참여자 선정 및 진행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조사 상으로 선

정하 다. 편의 샘 링이 사용되었다. 총 270명이 설문에 

참여하 고, 이들  불성실한 응답자, 방송 고 장르 역

할에 한 두 기 과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두 태도가 모두 낮은 응답자를 제외한 165개의 유효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18.0 로그램

과 AMOS 18.0 로그램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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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송광고 장르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방

송광고 장르 유형으로서의 비교 광고와 

성 표현 광고 개념 고지 및 확인 

본 연구는 방송 고에서의 장르 개념을, “방송 고를 

통해 달되는 시청각  메시지[내러티 ]를, 수용자에 

의해 기 조건화된 습  인지 코드를 활용하여 인지  

범주화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해 놓은 보편  유목화 과

정의 결정체”[3]로 정의하고, 표 인 사례로 비교 고

와 성 표  고를 제시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호감도 측정에 용된, 크리에이티  소구유형으로서의 

성 표  고와 비교 고에 한 사  정의를 고지, 

피험자의 개념 혼란을 사 에 차단하 다. 구체 으로, 

크리에이티  소구유형으로서의 성 표  고는 ‘에로티

시즘  감정을 기 로 성에 한 심을 제품에 연 시

키는 고’, 비교 고는 ‘타 경쟁사 상품, 랜드 비, 자

사 상품이나 랜드의 구입이 소비자에게 유리함을 호소

하는 고’ 라는 조작  정의를 설문에서 고지하 다. 아

울러 실험 참가자의 응답에 방해가 되는 친숙효과나 후

효과를 통제하기 해 존 랜드 이름을 로 한 설

명은 지되었고, 실험 참가자들 간의 개념 공유를 한 

상호 의사소통 한 지되었다.

4.4 척도의 개발 

4.4.1 방송광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대한 기대관점

방송 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한 거시환경  기  

과 미시실용  기  측정 척도는 방송 고에 장

르 개념이 학제 ·융합 으로 용된 선행 연구  련 

기 에 한 기존 연구가 미비한 바, 고에 한 거

시 /미시  과 련된 기존의 연구[4,6,7,8,9]를 참조

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하 다. 이에 따라, 방

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한 소비자의 거시환경  기

과 미시실용  기  측정 항목은 각각 8개의 

문항, 7  라이커트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척도의 

구성 후, 이들 기  항목들의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탐색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배리맥스 회 이 사용되

었고 최소 고유치(Eigen Value)값이 1 이상인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거시환경  기 을 구성하는 항목 8

개  7개의 요인 재량이 0.6 이상(1개 항목 0.52)으로, 

그리고 미시실용  기 을 구성하는 항목 8개  7

개의 요인 재량이 0.6 이상(1개 항목 -0.50)으로 나타난 

바, 두 기  모두 요인 재량이 0.6 이하인 항목은 

구성 개념의 타당도를 고려하여 제거한 후, 최종 으로 

거시환경  기  구성 항목 7개, 미시실용  기

 구성 항목 7개를 상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거시환경  기  구성 항

목과 미시실용  기  구성 항목 간의 표 화된 요

인 부하량은 모두 0.6 이상 (p<.05)으로 나타나 이들의 개

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확

보되었고, 내 신뢰도분석(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결과, 거시환경  기  항목과 미시실용  기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도 각각 0.775와 0.795

로 나타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한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결론 으로, 기  측정 요인 구

성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χ2=957.196, df=805, 

p=.000, NFI=0.840, CFI=0.970, TLI=0.968, RMSEA=0.034). 

이에 따라, 방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한 소비자의 

거시환경  기 과 미시실용  기  측정 항목

으로 각각 7개의 문항, 7  라이커트 척도가 최종 으로 

사용되었고, 측정 수는 최하 7 에서 최고 49 으로 조

정되어 분포되었다.

거시환경  기 과 미시실용  기 을 갖는 

소비자의 구분은, 측정 수가 49  만  기 에서 총 35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를 해당 기 을 갖고 있는 

소비자로 정의하 다. 이는 7  척도 에서, 7개 문항 

체 측정치의 합에 한 평균 수가 5  이상인 경우(7문

항*5 =35 )를 해당 기 으로 보고자 한 본 연구의 

조작  기 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기 에 따라, 거시환

경  기  측정치가 35  이상으로 나온 경우는 방

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해 거시환경  기  을 

갖고 있는 소비자로 구분하고, 미시실용  기   측

정치가 35  이상으로 나온 경우는 방송 고에서 장르

의 역할에 해 미시실용  기  을 갖고 있는 소비

자로 구분하 다.

한편, 앞에서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거시환경  기

과 미시실용  기 이 상호작용을 통해 각각 상

측 요인의 변화와 재구축의 동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바, 이들 두 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단 하에, 거시환경  기 과 미시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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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측정치가 모두 35  이상으로 나온 소비자

는 방송 고에서 장르 역할에 해 통합상황  기

을 지닌 소비자로 구분하 다. 아울러, 방송 고에서 장

르 역할에 한 두 가지 기  측정 수가 모두 낮은 

경우는, 그 자체를 ‘기 ’ 의 개념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다는 단에 따라, 거시환경  기 과 미시실용  

기  측정치가 모두 35  이하로 나온 소비자는 ‘무

(無) 기 ’으로 분류, 최종 분석에서 배제하 다.

4.4.2 방송광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방송 고에서 장르의 활용에 한 정 , 부정  태

도의 측정 척도 역시 기존의 연구가 미비한 바, 고에 

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한 보편 인 시각의 연구

[2,3,4]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하 다.  

이에 따라, 방송 고에서 장르의 활용에 한 소비자의 

정  태도와 부정  태도 측정 항목으로 각각 9개의 문

항, 7  라이커트 척도가 사용되었고, 측정 수는 최하 

9 에서 최고 63 으로 분포되었다. 

이들 태도 항목들의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탐색  요

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배리맥스 회 이 사용되었고 최소 

고유치(Eigen Value) 값이 1 이상인 요인들이 추출되었

다. 이 과정에서 정 , 부정  태도를 구성하는 항목 모

두의 요인 재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난 바, 이들 항목들

을 상으로 다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정  태도 구성 항목과 부정  태도 

구성 항목 간의 표 화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0.6 이상

(p<.05)으로 나타나 이들의 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확보되었고, 내 신뢰

도분석(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결과, 정  태

도 항목과 부정  태도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α)도 각각 0.820과 0.833으로 나타나 개념 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 한 높은 것으로 단되었

다. 결과 으로, 태도 측정 요인 구성은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χ2=957.196, df=805, p=.000, NFI=0.840, 

CFI=0.970, TLI=0.968, RMSEA=0.034). 이에 따라,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정  태

도와 부정  태도로 구분되었고, 이들 두 태도의 측정 항

목은 최종 으로 각각 9개로 요약되었다.

정  태도와 부정  태도를 갖는 소비자의 구체

인 구분은, 측정 수가 63  만  기 에서 45  이상으

로 나타난 경우를 해당 태도를 갖고 있는 소비자로 정의

하 다. 이는 7  척도 에서, 9개 문항 체 측정치의 

합에 한 평균 수가 5  이상인 경우(9문항*5 =45

)를 해당 태도로 보고자 한 본 연구의 조작  기 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  태도 측정치가 45  이상

으로 나온 경우는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정  태도를 지닌 소비자로 구분하고, 부정  태도 측정

치가 45  이상으로 나온 경우는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부정  태도를 지닌 소비자로 구분하 다.

한편, 앞에서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정  태도와 

부정  태도가 련 주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양면

으로 공존할 수 있고 이는  사회에서 련 주체들 모

두의 입장을 수용하는 호혜성에 그 근본  기반을 두고 

있는 바, 이들 두 을 모두 포함하는 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단 하에, 정  태도와 부정  태도 측정

치가 모두 45  이상으로 나온 소비자는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해 이  태도를 지닌 소비자로 구분하

다. 아울러,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한 두 가지 태

도 측정 수가 모두 낮은 경우는, ‘이 ’인 개념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다는 단에 따라, 정  태도와 부정

 태도 측정치가 모두 45  이하로 나온 소비자는 ‘무

(無) 심자’로 분류, 최종 분석에서 배제하 다.

<Table 1>은 방송 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한 소비

자의 기  구성 요소와 장르 활용에 한 태도 구성 

요소에 한 탐색  요인분석과 내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여 다. <Table 2>는 본 연구의 독립변인 구성 요소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4.4.3 크리에이티브 소구유형으로서의 주요 방송

광고 장르 유형에 대한 태도

앞에서 주지하 듯이, 본 연구에서는 크리에이티  소

구 유형으로서의 주요 방송 고 장르 유형을 비교 고

와 성 표  고로 한정하고, 이들 고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호감도로 측정하 다. 호감도 측정과 련된 선

행 연구[5,10,11]를 참조하 다. 그 결과, “비교 고/성표

고에 한 귀하의 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각각의 질문과, “좋은 감정이 생긴다”, “나를 기분 좋게 

이끈다”, “이런 고를 좋아한다”, “마음에 든다”, “좋다

는 느낌이 든다” 라는 응답 항목[5]을 채택하고, 이를 각

각 7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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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s Questions
Factor Loading

F1 F2 F3 F4

Negative N4 .844

Attitude N6 .778

N8 .771

N9 .769

N3 .763

N2 .760

N7 .731

N6 .715

N1 .715

Eigen Value 11.4

Cumulative % 33.5

Cronbach’s α 0.90

Positive P3 .802

Attitude P1 .777

P8 .734

P7 .715

P6 .686

P9 .684

P5 .680

P2 .638

P4 .635

Eigen Value 4.34

Cumulative % 46.3

Cronbach’s α 0.92

Macro ME8 .762

-Environ ME5 .756

mental ME3 .748

Expected ME7 .721

Perspective ME4 .715

ME2 .663

ME1 .636

ME6 .520

Eigen Value 2.57

Cumulative % 53.8

Cronbach’s α 0.88

Micro MP1 .741

-Practical MP5 .731

Expected MP2 .720

Perspective MP7 .711

MP4 .706

MP3 .641

MP6 .629

MP8 -.50

Eigen Value 2.07

Cumulative % 59.9

Cronbach's α 0.88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Expected Perspectives and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in 
Broadcast Ad

LV Item M SE SRW t CR

ME ME1 4.71 1.45 0.68 - 0.77

EP ME2 4.42 1.68 0.71 8.27  

 ME3 4.58 1.56 0.73 8.48  

 ME4 4.79 1.80 0.76 8.85  

 ME5 4.68 1.54 0.77 8.89  

 ME7 4.84 1.62 0.82 9.45  

 ME8 4.85 1.61 0.76 8.85  

MP MP1 5.18 1.33 0.73 - 0.78

EP MP2 5.15 1.46 0.72 9.08  

 MP3 5.41 1.35 0.67 8.41  

 MP4 5.19 1.32 0.64 8.09  

 MP5 5.30 1.39 0.79 9.98  

 MP6 5.35 1.46 0.66 8.26  

 MP7 5.41 1.30 0.69 8.67  

NA N1 4.32 1.84 0.76 - 0.89

N2 4.74 1.72 0.82 11.1  

 N3 4.75 1.76 0.79 10.8  

 N4 4.63 1.94 0.88 12.3  

 N5 4.52 1.55 0.79 10.8  

 N6 4.82 1.59 0.69 9.17  

 N7 5.00 1.52 0.73 9.77  

 N8 4.99 1.49 0.74 9.87  

 N9 4.64 1.60 0.75 10.1  

PA P1 5.02 1.53 0.84 - 0.82

P2 4.98 1.51 0.71 10.3  

 P3 5.08 1.70 0.85 13.5  

 P4 5.02 1.48 0.70 10.0  

 P5 5.04 1.48 0.65 9.19  

 P6 4.88 1.33 0.64 8.92  

 P7 5.13 1.50 0.67 9.50  

 P8 4.98 1.34 0.76 11.3  

 P9 5.13 1.40 0.62 8.54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Expected Perspectives &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in 
Broadcast Ad

5. 결과  

첫번째 연구 문제 해결을 한 분석 결과, 방송 고에

서의 장르 역할에 한 거시환경  기 과 방송 고

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부정  태도 간에(r=0.40, 

p<.05), 그리고 방송 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한 미시실

용  기 과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정

 태도 간에(r=0.44, p<.05)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3>은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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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r p

MPEP ↔ MEEP -.67

<.05

Positive Attitude ↔ MEEP -.45

MEEP ↔ Negative Attitude .40

Positive Attitude ↔ MPEP .44

MPEP ↔ Negative Attitude -.32

Positive Attitude ↔ Negative Attitude -.58

<Table 3> Results of the Correlations Analysis 
on the Latent Variables

한편, 앞에서 거시환경  기  측정치와 미시실용

 기  측정치가 모두 높은 경우를 통합상황  기

 으로 정의한 바, 통합상황  기  을 갖는 소

비자는 정  태도(m=45.5, F(1,162)=10.1, p<.05)와 부정

 태도(m=45.2, F(1,162)=11.4, p<.05) 모두 거시환경  기

 과 미시실용  기   사이의 간 인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방송 고에서 

장르 역할에 한 기 이 장르 활용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DV Fixed Factor M SD N Stat.

Negative

Attitude

EP on

the Role 

of Genre

ME 46.0 11.1 52 F(1,162)

=11.4,

p<.05

MP 36.8 12.7 60

IS 45.2 9.98 53

Positive

Attitude

EP on

the Role 

of Genre

ME 40.8 9.88 52 F(1,162)

=10.1,

p<.05

MP 48.9 7.95 60

IS 45.5 10.7 53

<Table 4> Results of the Effect of the Expected 
Perspectives on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아울러, 앞에서 정  태도와 부정  태도의 측정치

가 모두 높은 경우를 이  태도로 정의한 바, 이  

태도를 갖는 소비자는 거시환경  기 (m=33.31, 

F(1,162)=6.06, p<.05)과 미시실용  기 (m=36.81, 

F(1,162)=3.74, p<.05) 모두 정  태도와 부정  태도 사

이의 간 인 기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한 태도가 장

르 역할에 한 기 에 미치는 향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DV Fixed Factor M SD N Stat.

ME

EP

Attitude 

toward

Using

Genre

Nega. 35.58 7.70 52 F(1,162)

=6.06,

p<.05

Posi. 29.84 9.91 55

Dual 33.31 8.05 58

MP

EP

Attitude 

toward

Using

Genre

Nega. 35.12 6.46 52 F(1,162)

=3.74,

p<.05

Posi. 38.91 6.70 55

Dual 36.81 8.21 58

<Table 5> Results of the Effect of the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on the 
Expected Perspectives

두번째 연구 문제인 방송 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한 기  에 따른 크리에이티  소구 유형으로서의 

주요 장르에 한 소비자 태도 차이를 확인하기 해 경

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송 고에서 장르 역할에 한 

미시실용  기  을 지닌 소비자가 크리에이티  소

구 유형으로서의 비교 고에 한 호감도를 상 으로 

더 크게(β=.634, t=7.66, p<.05), 그리고 크리에이티  소

구 유형으로서의 성 표  고에 한 호감도 역시 상

으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48, 

t=8.73, p<.05). <Table 6>은 방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

에 한 기 과 주요 방송 고 장르에 한 호감도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Path β t p

MEEP on the Role

of Genre in B. Ad 

→ Liking on Comp. Ad

-.066 -1.00 <.05

MEEP onthe Role

of Genre in B. Ad 

→ Liking on Sex Appeal Ad

-.207 -3.62 <.05

MPEP on the Role 

of Genre in B. Ad 

→ Liking on Comp. Ad

.634 7.66 <.05

MPEP on the Role 

of Genre in B. Ad 

→ Liking on Sex Appeal Ad

.648 8.73 <.05

<Table 6> Path Analysis between the Expected 
Perspectives and the Liking on Ad 
Creative Types

한편, 앞에서 거시환경  기  측정치와 미시실용

 기  측정치가 모두 높은 경우를 산정하여 통합

상황  기 으로 정의한 바, 통합상황  기  

을 지닌 소비자의 ‘비교 고’에 한 호감도(m=3.67, 

F(1,162)=46.1, p<.05)와 ‘성 표  고’에 한 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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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85, F(1,162)=159.6, p<.05)는, 각각 거시  기  

소비자와 미시  기  소비자의 해당 호감도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은 방송 고에

서 장르 역할에 한 기 이 주요 방송 고 장르에 

한 호감도에 미치는 향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DV Fixed Factor M SD N Stat.

Liking 

on

Comp.

Ad

EP on

the Role 

of 

Genre

ME 2.31 0.74 52 F(1,162)

=46.1,

p<.05

MP 4.36 1.11 60

IS 3.67 1.45 53

Liking

on Sex

Appeal

Ad

EP on

the Role 

of 

Genre

ME 1.92 0.52 52 F(1,162)

=159.6,

p<.05

MP 5.22 0.84 60

IS 3.85 1.39 53

<Table 7> Results of the Effect of the Expected 
Perspectives on the Liking of Ad 
Creative Types

세번째 연구 문제인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에 따른 크리에이티  소구유형으로서

의 주요 장르에 한 소비자 태도 차이를 확인하기 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송 고에서 장르의 활용에 

한 정  태도를 지닌 소비자가 크리에이티  소구 

유형으로서의 비교 고에 한 호감도를 상 으로 더 

크게(β=.426, t=6.62, p<.05), 그리고 크리에이티  소구 

유형으로서의 성 표  고에 한 호감도 역시 상

으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4, t=5.73, 

p<.05). <Table 8>은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한 태

도와 크리에이티  소구유형으로서의 주요 방송 고 장

르에 한 호감도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Path β t p

Negative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in B. Ad 

→ Liking on Comp. Ad

.051 0.94 <.05

Negative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in B. Ad 

→ Liking on Sex Appeal Ad

.020 0.44 <.05

Positive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in B. Ad 

→ Liking on Comp. Ad

.426 6.62 <.05

Positive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in B. Ad 

→ Liking on Sex Appeal Ad

.294 5.73 <.05

<Table 8> Path Analysis between the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and the 
Liking on Ad Creative Types

한편, 앞에서 정  태도와 부정  태도의 측정치가 

모두 높은 경우를 산정하여 이  태도로 정의한 바, 이

 태도를 지닌 소비자의 ‘비교 고’에 한 호감도

(m=3.75, F(1,162)=22.3, p<.05)와 ‘성 표  고’에 한 호

감도(m=3.97, F(1,162)=20.2, p<.05)는, 각각 정  태도를 

지닌 소비자와 부정  태도를 지닌 소비자의 해당 호감

도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9>는 방

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한 태도가 주요 방송 고 장

르에 한 호감도에 미치는 향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DV Fixed Factor M SD N Stat.

Liking 

on

Comp.

Ad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Nega. 2.58 1.01 52 F(1,162)

=22.3,

p<.05

Posi. 4.08 1.02 55

Dual 3.75 1.66 58

Liking

on Sex

Appeal

Ad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Nega. 2.66 1.23 52 F(1,162)

=20.2,

p<.05

Posi. 4.51 1.42 55

Dual 3.97 1.74 58

<Table 9> Results of the Effect of the Attitude 
toward Utilizing Genre on the Liking 
of Ad Creative Types

6. 논의 및 시사점  

방송 고에서의 장르에 한 연구는, 다분히 학제  

성격을 띠고 있는 ‘장르’의 이론  틀을 방송 고라는 실

제  커뮤니 이션 상에 융합 으로 용한 개념으로, 

고 크리에이티  표 의 략  매개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는 다양한 방송 고 유형에 한 보편  유목화 과

정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한편, 하이테크놀로지의 비약

 발 에 기반을 둔 최근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상호작

용  미디어 심으로의 수렴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융

합을 가속화 하고 있고, 이는 미디어 산업의 핵심  수입

원인 고 산업에도 향을 끼쳐 궁극 으로 상호작용  

매체를 활용한 고의 질 ·양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매체 활용 패러다임의 변환기에서 장르의 역

할에 한 기 과 그 활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를 

방송 고를 심으로 구체화하여 그 향력을 검증해 보

는 것도 시기 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비록 탐색  근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방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한 미시실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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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송 고에서 장르의 활용에 한 정  태도 간의 

높은 연 성은, 미시실용  기 의 소비자가 방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해 실 으로 기업의 마  

목표 달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해 정 인 태도를 갖는 소비자가 방송 고에

서 장르의 사회 , 리  환경과 련된 측면에서 순기

능을 지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거시환경  기 과 부정  태도 간의 높은 연 성은, 

거시환경  기 이 방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해 사회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방송 고에서 장르 활용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갖는 

소비자가 방송 고에서 장르의 사회 , 리  환경과 

련된 측면에서 역기능을 지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호 

연 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발견 은 사회  책임감

과 윤리 의식의 소유와 제고를 우선 으로 요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 이, 방송 고 장르의 사회 , 리  

환경과 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요한 변수로 작용

할 수 있는 바, 방송 고 장르의 활용에 있어 해당 소비

자에 한 확한 설득 략의 사  구축 필요성을 지지

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방송 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한 거시환경  기 을 갖는 소비자가 미시실용  

기 을 갖는 소비자 비, 윤리  쟁 을 유발할 가

능성이 상 으로 더 높은 고장르 유형의 방송 고에

서의 활용에 더 낮은 호감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 다. 이

에 따라 방송 고 장르의 역할에 해 미시실용  기

을 갖는 소비자에게서 나타나는, 비교 고와 성 표

 고에 한 상 인 높은 호감도는, 이들 소비자가 

방송 고 장르의 사회 · 리  환경 측면에서의 역기능

에 해, 거시  기 을 지닌 소비자 보다 덜 민감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책

임감과 윤리 의식 우선의 거시환경  기 을 지닌 

소비자와 비교해 볼 때, 실 으로 기업 목표 달성을 우

선시하는 미시실용  기 을 지닌 소비자가, 윤리  

쟁 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 으로 더 높은 고소구 

유형에 해 더 정 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에서 볼 때, 방송 고에서 장르의 활용에 해 

정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가 보여주는, 비교 고와 

성 표  고에 한 상 인 높은 호감도는, 이들 소비

자가 방송 고 장르의 사회  리  측면에서의 역기능

에 해 상 으로 덜 민감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

다. 

아울러, 방송 고에서 장르 역할에 해 통합상황  

기 을 가진 소비자에게서 나타난 비교 고와 성 

표  고에 한 간 인 호감도는 1)방송 고 장르 

역할에 한 거시환경  기 이 미시실용  기

의 변화·재구축·강화에 향을 미치고, 2)거시환경  

기 의 고려와 찰을 통해 미시실용  기  상

의 방송 고 장르 간 변화와 상호 작용의 동인을 추 ·

악할 수 있음과, 3)미시실용  기 의 변화가 거시  

환경의 트 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 그리고 궁극

으로 4)이 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가 지속

으로 발생하는 바, 통합  시각의 근도 필요하다는 

 등을 함축 으로 반 하고 있다. 방송 고에서의 장

르 활용에 해 이  태도를 가진 소비자는 정과 부

정의 두 가지 태도를 모두 갖고 있으며, 비교 고와 성 

표  고에 해서도 정  태도 소유자의 호감도와 

부정  태도 소유자의 호감도 사이의 간 인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 은  사회에서 소비자

의 의사 결정 과정에 향을 미치는 상황  환경 요인과 

양면  요소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을 

고에 해 상 으로 친숙한 학생으로 한정한 , 둘

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방송 고에서의 장르 역할에 

한 기 과, 방송 고에서의 장르 활용에 한 태

도를 각각 제한 으로 유목화 하여 용한 , 셋째, 비교 

고와 성 표  고가 상 으로 윤리  쟁 을 유발

하기 쉽다는 제 하에, 크리에이티  소구 유형으로서

의 고장르 유형을 비교 고와 성 표  고로 제한한 

, 넷째, 실 으로 여러 장르가 하나의 방송 고에서 

혼재되어 표 될 수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단일 장르 

개념에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한 , 다섯째, 본 연구의 주

요 변인 간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요소를 

명확히 통제하지 못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

은 조사 상 연령층의 다변화, 고 소구 유형의 다양화, 

방송 고에서 장르의 역할에 한 기 과 그 활용에 

한 태도 개념의 유목화와 조작  정의 조정, 방송 고

에의 장르 유형의 복  용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단에 따른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 반

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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