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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토리텔링광고의 실제적인 광고효과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스토
리텔링광고는 소비자들의 광고효과 인식에 과정에서 감정적 반응이 공감과 몰입 태도간의 강한 연합관계를 갖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광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태도를 유인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광고에 의해 생성된 감정이 수용자의 광고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준
다는 주장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특징적인 광고전략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광고전략과 광고 형태에 대한 
관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광고 유형에 따라 수용자의 반응 유발을 위한 고려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스토리텔링광고, 광고전략, 내레이션, 광고효과, TV광고  

Abstract  study on Storytelling advertisement, this study examined its own characteristics and distinctive 
qualities, compared to other advertisements. For this purpose, not only previous discussions about Storytelling 
genre and theoretical system about its narrative are examined; but also, from actual advertisements, its 
classification and the distinc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torytelling 
advertisements, it is also examined that each impact on the field of consumer's response of sympathy, 
perception, and emotion; and on the process of advertising effect. Below is the results of each research.
Through the comparison of Storytelling advertisement's clarification, the following was suggested: there are 
distinctive advertising strategies,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ing strategies and advertisement forms, and the 
consideration for causing the consumer's response, depending on the advertisement form. Also, the concept of 
explaining how consumers perceive, in the process of advertising effect, the main concept of the drama 
advertisement, that is the constituents of drama genre, such as characters, plot, conflict, transition, helps achieve 
the deeper understanding toward advertising.

Key Words : Storytelling advertisement, advertising strategies, narration, advertising effect, TV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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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고는 송신자의 의도를 그 로 수용자에게 

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능동 이고 주체 인 해

석(reading 는 decoding)에 의해 의미가 완성되는 특징

을 지니고 있다[1]. 이는 고가 상과 음향을 통해 달

됨으로 인해서 과거 텍스트 심의 의미 달 반응과는 

달리 수용자 인지과정에 한 고려와 다양한 고 내  

요소와 수용자의 인식차원이 고효과에 매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고의 표  략도 

제품의 기능성과 실용성만을 소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 있다. 수용자의 경험 는 인지와 감성체계와 결함을 

통해야만 의미작용 완결과정이 일어나므로, 이에 한 

고려가 부각되고 있다[2]. 감성이 풍부해진 소비자들은 

제품의 다양한 기능과 품질 등 실용  가치에만 만족하

지 않고 제품이 발산하는 상징  가치를 통해 자신의 정

체성을 실 하는 가치의 교환 계를 추구하고 있다. 

고는 소비자의 심리와 구매동기에 따른 가치를 소비자에

게 각인시키기 해, 기업들은 고 속 랜드를 심으

로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달하기 한 마 략에 

집 하고 있다.

이러한 마  략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에게 제품

을 감각 으로 소구시킬 수 있는 랜드 체험이 요시 

되고 있다. 랜드 체험이란 랜드가 소비자에게 인간

인 특성이 녹아 있는 감성 인 가치를 달하는 것으

로, 이를 통해 감각  체험, 감성  체험, 인지  체험, 행

동  체험, 계  체험, 시청을 통한 시연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각 인 경험 역으로 

각 받고 있는 커뮤니 이션 략으로서 스토리텔링

고를 들 수 있다. 

고에서의 스토리텔링 기법사용은 소비자의 경험  

차원의 요소들을 통하여 랜드 스토리, 랜드의 요

가치, 제안 등을 상호소통 하고자 한다. 이는 고의 소구

방법에 있어 기업과 제품의 략  정보를 제공하고 

랜드를 구축하는 경제  가치 기반의 일차  기능에서 

벗어나 스토리의 장치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감각  체험

과 정서  경험에 소구하는 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술의 평 화로 제품의 물리  속성에서 차이가 

어들어 랜드 이미지 경쟁이 격화되는 시장상황에서 스

토리텔링 고의 감성  효과는 더욱더 요시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스토리텔링 고 기법의 실 인 

요성에 비해 스토리텔링 고에 한 논의는 매우 미약

하다. 특히 스토리텔링 고는 고크리에이티  분야에

서 매우 심도 있게 다 져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고를 개념화하고 이론

 근거에 기 하여 스토리텔링 고의 특성을 확인할 것

이다. 한 스토리텔링 고의 특정한 패턴이나 특성이 

수용자의 고효과과정에서 어떠한 향을 주고 있는가

를 실험을 통해 스토리텔링 고의 특성별 유형화와 고

표  방식, 고 설득 략 등이 고효과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 으로서 스토리텔링 고에 한 논

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토리텔링광고 개념과 구조 

스토리텔링 고를 이해하기 해서는 특히 고메시

지의 략  구성의 핵심요소인 “제품”을 고려한 고  

시각이 반 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링 고는 무엇보다

도 제품을 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고

에 한 이해는 일반  구성요소( 롯， 인물， 갈등 등)

에 한 이해와 더불어 고 메시지로서 제품을 어떻게 

달하는지‘ 고목표와 어떻게 련되는지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링 고는 이야기 개를 한 사건에 의한 갈

등을 필요로 한다. 갈등은 등장인물의 환경의 변화를 일

으키며, 이 변화는 가치의 변화라는 형태로 표 되고 경

험되며, 갈등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이러한 갈등

의 개념은 “시간  구성을 가진 인과  롯에서 제품의 

특성이 인물의 갈등과 논리 (제품이 인물의 갈등을 직

으로 해결하거나 갈등의 원인으로서)으로 련되거

나 혹은 제품의 특성이 인물의 갈등과 연상 (인물의 갈

등으로 인한 감성  내용들이 제품의 이미지와 조건 으

로 연 되는)으로 연결되는 고 메시지”로 정의한다. 이

는 스토리텔링 고가 시작과 간 그리고 끝이라는 구성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심으로 긴장을 통해 수용자의 

몰입과 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4]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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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아가 갈등과 련된 제품의 역할에 을 맞춤으

로서 스토리텔링 고를 고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실히 원

하지만 그것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워드[5]는 극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인물

의 갈등은 바로 롯 구성의 핵심이며, 제품을 이러한 갈

등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를 들면，제품이 인물의 갈

등을 해결하거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거나， 혹은 제품이 롯의 갈등구조와는 논리 으로 

 련이 없는 경우 등)가 크리에이티  략의 핵심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결국 고의 성패 여부는 

갈등상황 속에서 캐릭터가 창출한 이야기 가치의 변화가 

고의 핵심가치를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에 달련 것이다. 

스턴[6]은 포스터[7]의 설명을 바탕으로 “왕이 죽고 여

왕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의 연속을 설명인 반면

에 “왕이 죽고 여왕은 왕이 죽은 슬픔으로 죽었다”는 것

은 사건의 인과 계를 보여주는 롯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8,9].  롯의 서사  요소에는 이야기 원형(motif), 캐

릭터, 갈등이 있다. 이야기 원형, 즉 모티 는 ‘하나의 상

황  요소’로서 이야기의 다양한 개의 가능성을 내포

한 거리의 재료이다. 

이인화[10]는 인간이 바라는 실제 인 욕구가 이야기

의 원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돈, 사랑, 권력, 명 , 

생(永生)을 이야기의 원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스토

리텔링 고의 목표는 객에게 의도된 경험을 불러일으

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 이야기는 인생에 

한 설교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질문과 

딜 마와 난 을 보여주는 형태로서 제시된다[5].  

스토리텔링 고는 고 메시지로서 랜드 이미지 구

축을 한 상업 이고 략 인 측면을 갖고 있다. 랜

드 이미지 구성을 한 이러한 상업 이고 략 인 측

면은 고의 롯 구성과 요한 련을 가진다. 일반

으로 랜드 이미지 구성을 한 략  내용은 크게 이

미지 , 감성 , 감정 인 차원과 정보 , 이성 , 인지  

차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11]. 통 으로 고는 

제품의 감성  이미지 구성을 목표로 하거나 제품에 

한 기능  속성  이해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 고 메시지 한 감성

, 이미지  소구 혹은 기능 , 속성  소구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고는 이미지 소구(가치 표  혹은 상징 )와 기능

(실용 ) 소구로 구분되는데, 이미지 소구 략이란 제

품 개성(brand personality)을 구축하거나 제품사용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  소구 략이

란 소비자에게 요하다고 지각되는 제품기능과 혜택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11]. 로시터[12] 한 이와 유사하

게 정보  고와 변형  고로 분류하 다. 정보  

고란 논리  이유를 제시하는 형식의 고로서， 소비자

에게는 제품혜택이나 소비선택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의 분류는 

고 문헌에서 일반 으로 인정되는 것인데[10,11]， 흥

미로운 은 고의 이러한 략  분류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토리텔링 고와 롯 구성과는 한 련

이 있을 것으로 측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리텔링 고의 핵심요소들이 고

에서 구 되는 측면에 바라보면, 고는 보통 하나의 지

면 혹은 15∼30  사이의 짧은 시공간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제약속에서 고물 안에 메시지, 등장인물, 롯, 

갈등 요소들이 모두 갖춰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

한 시공간  제약으로 인해 고물은 부분 하나의 에

피소드로 이루어져있다[13]. 이러한 제약은 고가 화

와 드라마와는 다른 드라마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을 높이게 된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고는 다소 해

설 이며, 집약 인 표 들과 특정요소의 부각으로 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스토

리텔링 고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특징 요소만이 부각

될 수도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데이튼[14]은 스토리텔링 고의 한 형태로 드라마를 

이용한 고의 형식에 을 맞추어 고의 형식(Form)

을 나 고 그에 따른 고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드라마 

요소를 기 으로 고를 분류하기 해 드라마화 정도를 

4단계로 분류하 다. 이것은 내 이션(narration)，캐릭

터(character)， 롯 기 으로 논증，시연，스토리，드

라마로 나 었다. 논증에 롯요소가 추가되면서 스토리

로 발 하는데 여기서 캐릭터의 유무에 따라 시연(캐릭

터 없음)과 스토리(캐릭터 있음)로 나눴으며, 드라마의 

경우는 스토리와 다르게 내 이션이 없고 캐릭터와 롯

만으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스토리텔링 고를 상으로 한 토  연구로서 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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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는 고에 있어서 가장 기 인 두 가지 형태로서 

강의’와 ‘드라마’를 언 하면서 고에서 강의형식과 드

라마형식의 차이 을 강조하 다[16]. 그에 따르면, ‘강의

(lecture)'가 수용자를 방어 인 치에 세우면서 원하는 

결과를 강요하는데 반해,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거리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수용자가 메시지에 하여 결론

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

는 강의식 고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수용자로 하여

 메시지의 정보 내용을 이성 으로 믿도록 설득하는 

반면, 드라마형 고의 경우 수용자가 롯(혹은 스토리)

을 바탕으로 개되는 고모델들의 연기를 보며 감성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생활

에 용하는 방법을 교훈 으로 추론  만든다는 것이다. 

스턴[6]은 “고 드라마 고”의 개념을 제시하여 인과

 롯을 강조, 드라마  상황( 군가 무엇을 실히 원

하지만 그것을 얻기는 힘들다)을 반 하는 형식에 한정

하고자 하 다. 이는 드라마가 시작과 간 그리고 끝이

라는 구성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심으로 드라마  긴

장을 통해 수용자의 몰입과 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

는 시각이며 드라마형 고를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4]. 스턴[6]은 드라마형 고의 개념

을 모델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서 시작, 환

, 그리고 해결의 세 부분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존재하

며 시작에서 환 까지는 갈등의 상승， 환 에서 해

결은 갈등의 하강이라는 갈등을 심으로 한 인과  시

나리오[8,9]의 구성을 심으로 고 드라마형 고는 인

과성, 연 기  기술, 성격의 변화 등의 여부로 인해서 구

분을 지을 수 있는데, 인과  롯을 심으로 “시작”과 

“ 간” 그리고 “끝”이라는 성격이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품드라마형 고는 실제 TV 고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스토리의 개가 특별한 인

과성이 없이 연상 으로 진행되는 형식을 의미한다. 

자장치(카메라, 음향, 편집 등)의 극  활용에 의한 서

술  성격이 강한 드라마라고 주장하 다. 

데이튼[[14]과 스턴[6]은 고 드라마형 고와 소품드

라마형 고에 한 비교에서 인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고 드라마형 고는 역 이(Λ)자 형태의 인과  흐름

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캐

릭터의 변화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고

드라마형 고 모델에서 시작, 환 , 그리고 해결의 

세 부분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재하며, 시작에서 환

까지는 갈등의 상승, 환 에서 해결은 갈등의 하강

이라는 갈등을 심으로 한 인과  시나리오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8,9]. 

앞서 논의된  스토리텔링 고를 심으로 둔 다양한 

이론  논의를 통해 스토리텔링 고의 유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한 스토리텔링 고의 구

에 있어서 특징  요소 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 스토리

텔링 고의 범 에 한 확장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2.2 스토리텔링광고의 효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러티 는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람들이 내러티 를 따라 가

는 과정은 쉽고, 거의 자동 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논증식의 복잡한 설명은 우리에게 억지로 생각을 강요한

다. 특히 자신만의 확고한 주 을 갖춘 청 에게 복잡한 

메시지를 달하는 것은 거센 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

성이 높다. 정확하게 어느 지 으로 도달해야 할 지 목표

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도착

하는 일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이는 수용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들이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득 메시지의 발신자가 해야 할 일은 이 방해

물을 최소화하거나 아  사 에 제거하는 것인데， 이때 

새로운 정보를 입력시키기 해 과학 이고 논리 인 근

거 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내러티 (이야기)를 사용한

다면， 수용자의 머릿속 정보가 새로운 정보들을 어내

기보다는 조화를 이루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듯 기존 통 인 수사학  설득에 한 연구에

서 사람들이 반태도  설득 메시지에 해 편향된 처리

를 함으로서 메시지를 무시해 버리거나 더욱 항하는 

경향을 보 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내러티 를 했

을 때 설득  시도로서의 의도라 생각하기 이 에 이야

기로서의 오락 인 요소에 먼  빠져들게 된다. 즉 스토

리에 한 긴장감이나 기 가 반태도  설득메시지를 숨

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 내러티 에 인지

, 감정  빠져듦은 반박을 발생시킬 인지  능력이나 

동기를 없애버릴 수 있다. 여기서 몰입이란 이야기속의 

경험에 모든 정신  작용이 속해지는 인지 능력의 긴축

과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이것이 이야기내의 메시

지에 해 세 히 숙고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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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7,18]. 

이 게 기존의 논리, 과학 인 설득  메시지와 비

되는 내러티  설득 의 여러 가능성으로 인하여 최근 조

직 운 과 랜드 리 뿐만 아니라，학계의 미디어 효과 

연구자들이나 건강  사회발달에 한 커뮤니 이션 연

구자 등 여러 분야의 설득 커뮤니 이션 연구자들은 내

러티 를 사용한 설득 기술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

으며， 특정 주제나 상황에서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는 

내러티 의 처리 과정  향 요인을 밝히기 한 연구

들이 등장하고 있다.

내러티 를 통한 설득의 요한 잠재력은 명백한 주

장의 형태를 띤 통 인 설득 메시지와는 달리 내러티

가 설득 의도  신념을 함축 으로 달하기 때문에 

설득메시지에 한 항을 극복하는데 있어 보다 큰 효

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 말하 다[17].  같은 주제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 하는 정도

가 매우 다른 경우가 있어 수용자가 가진 기존 태도를 태

도변화에 향을 마치는 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태도의 연속체 상에서 태도의 수용 역과 거부 역을 

제시하여 기존 태도와는 무 다른 방향의 설득 메시지

에는 태도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거나 오히려 부메랑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19]. 

이처럼 내러티 를 이용한 설득메시지가 통 인 설

득 메시지보다 덜 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면 설

득메시지와 반 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

인 설득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3 공감과 감정이입, 몰입

고와 소비자행동연구에서도 설득의 과정에서 감정

반응의 연속 인 차로 동감과 감정이입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어왔다[20]. 이러한 고에 한 감정  

반응효과를 고찰하면서 상 방이 처한 상황의 이해를 요

하는 인지  차원과 그 상황에 해 동일한 감정의 공유

를 요하는 감성  차원으로 나 고 이들 간의 상호 계

와 나아가 고태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다. 이

를 통해 고 태도에 향을 주는 감정반응으로 공감

(sympathy)과 감정이입(empathy)을 차이를 식별하고, 

이것이 소비자의 고태도에 형성과정에서 어떻게 향

을 미치는가에 해 연구했다.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

고’에 한 감정반응 과정을 설명하 다[21]. 

그린과 블록은[18]은 스토리로 빠져듦(absorption)을 

뜻하는 몰입(Transportation)의 개념을 제안하 다. 이들

은 내러티 로의 몰입을 주의와 상상력과 감정들이 총체

으로 융합된 특별한 정신  처리과정으로서 개념화 하

다. 즉 몰입은 모든 정신  체계와 능력이 이야기 속에

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이 모아지는 수렴  처리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에 한 몰입성(Transportability)은 Green[18]

의 연구에서 제시된 몰입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달신

[17]이 새롭게 제안한 수용자의 개인  특성이다. 이 틀

은 사람마다 몰입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로 하

여， 몰입성을 ‘몰입되려하는 일반화된 경향’으로 정의하

다. 이들은 연구 결과 4가지 유형의 내러티  메시지에

서 모두 몰입성이 몰입을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을 발

견하 으며, 몰입은 내러티  자극 후의 태도 변화에 유

의미하게 향을 미쳤다. 

이밖에도 내러티 를 통한 설득의 효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등장인물

과의 동일시(identification)이다. 달신[17]은 동일시란 등

장인물에 한 선호(liking) 이상의 것으로 유사성의 지

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 다. 그러므로 동일시는 

이야기 속의 삶은 그것이 실이든 허구이든 계없이 

사람들의 실제의 삶의 경험과 연  지어진다. 미디어 

로그램 속에서 개연성(plausibility)있게 창조된 등장인물

들의 생각과 경험은 결코 허구 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가 어렵다. 만일 내러티  내의 좋아하는 주인공이 특정

한 상에 한 특정한 태도를 취하면， 캐릭터에 한 

동일시의 결과로서 실제 태도와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동일시가 강화될수록,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청취자들에게 보다 더 향을 끼치게 된다[22]. 

이러한 동일시의 결과 등의 나타나는 감정반응을 공

감반응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보는 사람

이 느끼는 것이며， 이때 공감되는 정서의 주체인 타인

을 공감 상 이라고 한다[23]. 인간과 같은 사회  동물

은 계가 생존과 번식에 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

의 정서를 느끼는 것은 잠재  기회나 에 효과 으

로 반응하게 할뿐 아니라 타인의 생각， 의도를 측하

게 하고 연 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간의 사회  연결

을 형성，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24].

공감은 그 발생과정에 따라 두 가지로 나 다. 첫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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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공감 상의 입장， 에서 서서 역할을 해보

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정서를 공유하는 인지  공

감이 있다[25]. 이때， 공감 상의 정서를 유발시킨 사건 

단서는 본인이나 공감 상이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상상하도록 하여[26]， 인지  공감 경험을 돕는

다. 를 들어 친구의 이별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친구의 입장에서 서서 친구가 처한 친구나 자신이 

느낄 정서를 상상해 으로써 우리는 친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된다. 둘째로 자동  이며 비의식 으로 공감

상의 정서표 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 상의 정서

를 공유하는 정서  공감이 있다[27]. 거의 반사 으로 

다른 사람의 몸짓， 얼굴 표정 등을 따라하거나 그와 유

사한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동작 모방이라 하는데， 이

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정서가 감염된다[28].

스턴[6]은 인과성 있는 스토리를 가진 고가 나열된 

에피소드를 특징으로 하는 삽화  고에 비해, 공감

상이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 해 이해하는 동감경험과 

공감 상의 정서를 공유하는 공감 경험을 더 많이 유발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 으며， 에스칼라[22]의 연구에서 

이를 경험 으로 검증 하 다. 스토리텔링 고를 볼 때 

소비자는 삽화  고를 볼 때보다 강한 동감, 공감경험

을 하 으며 두 경험 모두 고 태도， 랜드 태도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이들은 타인의 정서 경험에 한 이

해인 동감경험을 공감경험의 선행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는 공감이 인지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를 보는 소비자는 고에 어떤 요소가 포함 

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서  공감만을 경험할 수도 있

고， 정서  공감과 인지  공감을 모두 경험할 수도 있

다. 감성 고의 여러 정서표  요인  모델의 얼굴표

정， 자세， 목소리 톤 등은 소비자에게 정서  공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  공감을 유발하는 모델이 

정서를 느끼는 원인의 제시여부는 고에 따라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 지 않기도 한다. 이에 비해 흔히 볼 수 

있는， 모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인쇄 고는 모델이 정

서를 느끼는 원인 없이 정서표 만 제시한 표 인 

고 형태이다. 같은 강도의 정서가 표 되어 있더라도 

모델 이 정서를 느끼는 원인을 제시하는가의 여부에 따

라 인지  공감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는 고를 보는 소비자의 공감경험

에 향을 끼치는 요한 변인이다.  에델 등[28]은 고

에 의해 생성된 감정이 수용자의 고에 한 태도와 

랜드 태도에 향을 다는 것을 발견하 으며, 공익

고를 보며 발생하는 공감반응이 이타  행동으로 연결된

다고 주장하 다. 즉 감성과 련된 연구주장을 토 로 

볼 때 공감반응은 설득  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29,30]. 

2.4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1은 스토리텔링 고가 가지고 있

는 형태  특징을 정량화하여 양  특징으로 구분 짓고 

이 구분에 근거한 스토리텔링 고의 형태에 한 차이를 

계량화 하 다.  

연구문제 2는 내용분석  이론  근을 토 로 구축

된 고유형에 따라 샘 링 된 실험 고물을 선정 소비

자들이 고에 한 공감반응, 감정반응, 인지반응, 몰입

반응, 고태도에 있어 스토리텔링 고에서 기 되었던 

효과들에 한 검증을 하 다. 본 논문이 규명하고자 하

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스토리텔링 고의 형태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 스토리텔링 고의 효과과정은 어떻게 나  

타나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절차 

실험연구에 있어서 기존에 집행되지 않은 고물을 

선정하기 한 사 작업으로 기존 고물의 특성분석 데

이터를 기반으로 선정 작업을 진행하 다. 고의 특성

에 맞는 고를 내용분석에 참여한 코더들을 심으로 

고물 분류한 후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진 분류 고물

에서 코더와 연구자와 합의하여 실험물을 선정하 다. 

이를 상으로 각각의 실험 고물이 각 형태의 고형

태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기존 고물의 지속  향을 

유무를 확인하여 외생변인의 향력이 배제되어 있는가

를 조작 검증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고에 따라 공감반응, 감정반응, 인지반응, 몰입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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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도의 상호작용  향력에 한 조사를 하 다. 

3.2 내용분석 

3.2.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스토리텔링 고에 한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

기 하여 TV 고의 내용 분석을 진행하 다. TV 고

의 내용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스토리

텔링 고에 한 특성을 검토하여, 유형별 특성 도출 하

고자 하 다. 고물 수집은 한국CM 략연구소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수집하 다. 한국 CM 략연구소는 매월 

집행 고물에 한 수집  분석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수행함으로, 이를 통해 고물수집에 한 것으로 

단하 다. 수집된 고물  지역 고, 박람회 등의 단기

이벤트 고물, 복 고물을 제외한 255개의 고물이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스토리텔링 고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기 해 선정된 

TV 고물들을 앞서 논의된 스토리텔링 고 분류기 을 

통하여(사회  계, 이야기의 인과성, 시간  구성, 갈등

구성, 환  등장, 패턴의 구성, 롯내 갈등여부, 주인

공의 욕구) 스토리텔링 고를 분석하 다. 분석을 해 

선정된 고물은 제품항목 간의 통일성 이외에 고시간

의 측정을 통하여 통제하여 고물의 물리  특성을 통

일하 으며, 고학을 공하는 두 명의 학원생 코더

를 통하여 분석하 다.

3.3 실험조사 

3.3.1 실험설계 

실험 상자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을 256명을 

편의 표집 하 다. 모두 20 으며, 남자 88명, 여자168

명으로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 배치된 

피험자는 모두 학생 집단으로 학생 집단의 경우 일

반 소비자들을 표하지 못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으나 

고에 한 심이나 주목도가 가장 높은 10∼20 에 

속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31], 다수 인원을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을 집행하는데 있어 효과 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볼 때 스토리텔링 고

에 한 효과과정에 한 탐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3.3.2 변인의 측정  

1) 독립변인: 고유형

술한바와 같이 기존 연구[3,14,22]에서 추론한 고

에서 사회 계, 연 구조, 환 , 패턴의 구성, 시간의 

흐름, 주인공의 심리변화, 롯 내 갈등, 주인공의 욕구, 

서술자 계를 토 로 추출한 연구 차에 의해 스토리텔

링 고유형을 정의하 다.

2) 종속변인: 고효과(태도)

일반 으로 고의 효과를 의미하는 태도  차원의 

변인으로 설정하 다. 이를 해 박은아[3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세 문항 ‘좋다/싫다’， ‘마음에 든다/들지 않

는다， ‘ 정 이다 /부정 이다’를 5  척도로 측정하 다. 

(1) 내러티 인식

내용분석을 토 로 도출된 개념과, 스턴[6]과 데이튼 

등(Deighton 외, 1989)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는 롯의 

향, 주인공과 주인공의 갈등, 욕망, 거리를 가진 구조 

등의 개념을 토 로 3개의 설문문항을 통해 검증하 다. 

(2) 논증  설득

알  등[32]의 연구와 고 만[33]의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 이고 논리  정보를 바탕으로 설득을 하는 설득  

메시지로 규정하여, 통계  정보, 객  자료, 정보  제

시 등의 3개 차원으로 정의하 다.  

(3) 공감반응

공감반응은 에스칼라 등[22]의 연구에서 개발한 공감

반응의 4가지 척도( 고를 보면서 그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 같은 감정을 경험했다. / 고를 보면서 나는 

내가 마치 주인공들 의 하나인 것처럼 느 다. / 고

를 보면서 나는 고속의 사건들이 마치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느 다./ TV 고를 보면서 나는 주인공들이 묘사

하는 것과 같은 많은 감정을 경험했다. / TV 고를 보

면서 나는 마치 주인공들의 감정이 내 것인 것처럼 느

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고에 한 안의진[3]의 연

구에서 사용된 “ 고에 한 태도”에 한 의미분별 척

도(호감/호감가지 않음, 부정/ 정, 나쁨/좋음)를 사용하

여 5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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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반응

고를 보는 동안 소비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의 정

서를 기쁨과 슬픔을 표 하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Izard의 DES(differential emotions scale)와 한국어

에서 정서 련 형용사의 계를 알아본 연구[34]와 소비·

고 련 정서척도 연구[35]에서 슬픔， 기쁨과 련된 

형용사를 추출하 다. 최종 으로 기쁜 정서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형용사는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만족스럽다’， ‘기분 좋다’， ‘흐뭇하다’， 

‘흡족하다’의 총 8개이며， 슬 정서를 측정하기 해 사

용된 형용사는 ‘마음이 괴롭다， ‘애통하다’， ‘서럽다’， 

‘침울하다’， ‘우울하다’， ‘슬 다’， ‘가슴 아 다’， ‘비

통하다’의 총 8개이다. 고를 보고 있는 동안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각 형용사에 해 ‘  그 지 않다’에서 ‘매

우 그 다’의 5 으로 평가하도록 하 다. 

(5) 인지반응

태도의 인지  요소인 인지반응은 태도 상물의 

한 생각으로 문 숙[36]의 인지반응 척도를 통해 22개의 

하  진술문  연구 내용에 맞도록 구성하 다. 

(6) 감성반응

김완석[37]은 감정반응을 어떤 상에 노출하는 동안

에 주 으로 경험하는 느낌을 의미하며, 감정을 구성

하는 3가지 상, 즉 행동  표 , 생리  각성  주  

경험  사람들의 정서, 정서 , 혹은 분노, 공포 등의 용

어를 사용해서 기술하게 되는 주  경험의 측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

의 감성  요소인 감성반응은 태도 상물과 련한 느

낌이나 감정으로 정의하여, 에델 등[29]과 홀블록 등[31]

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17개의 정서 반응

과, 김완석[38]의 연구에서 사용된 11개의 항목을 복되

는 측정개념을 정리하여 5  척도로 측정하 다.

(7) 몰입반응

몰입반응의 측정은 이야기에 빠져드는 정도, 이야기에 

몰입되려하는 경향이라는 개인  특징을 정의하 다[6, 

17]. 본 연구에서는 그린 등[18]의 연구에서 제시된 몰입

성 척도를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 하 다. 

3.3.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

리닝과정을 거쳐 통계자료로 이용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해 SPSS 17.0 for windows와 AMOS16.0

이 사용되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

속변인의 측정문항에 한 타당도  내  신뢰도를 확

인하기 해서 확인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계

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들의 일반 인 특성과 거주특성 

그리고 변인들의 속성을 확인하기 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

기 해서 상 계분석을 실시하고, 본 연구의 가설들

의 검증을 해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 다.

4. 내용분석 및 실험 연구결과

4.1 내용분석 결과  

1.2.1 코더 간 신뢰도 

스토리텔링 고의 특성 도출을 해 255개 고물이 

분석되었다. 코더 간 신뢰도 조사를 해 코더 간 코딩결

과 일치도는 84%~97%로 나타났다. 이는 최  신뢰도수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코더간의 의견이 

불일치된 고물은 연구자와 코더간의 의를 통해서 최

종 으로 분류를 확정하 다.

내용분석결과, 스토리텔링 고의 구성요소의 특성에

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2>은 

고의 차별  요소들에 한 제시한 것으로 기존 스토리

텔링 고의 유형연구[6,14,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에서 사회 계, 연 구조, 환 , 패턴의 구성, 시간

의 흐름, 주인공의 심리변화, 롯내 갈등, 주인공의 욕

구, 서술자 계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웰스[15]와 스턴[6], 안의진[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내용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주장된 고

의 스토리텔링장치가 수용자들로 하여  공감반응, 이성

반응, 감성반응, 몰입반응의 차원에 향을 주고자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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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constituent of storytelling AD
Analysis of nomadic Constituent of storytelling Message User reaction

social relation character comprehend sympathy

associated structures
event

temporal chain
comprehend sympathy, cognition

turning point event, character flow and involved flow 

pattern constitution event, character Emotional experience sympathy

time flow temporal chain Emotion cognition experience
Emotion 

cognition

psychology
event,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Emotional experience, 

identify

sympathy

 cognition

flow

conflict plot
event,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Emotion, Cognition sympathy

desire
event,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Emotional experience sympathy

<Table 1> Cross-coder reliability analysis by Contents  

opy
expression

strategy 

AD

strategy

product

type

social 

relation

associated 

structures

turning

point

time 

flow
psychology

conflict 

plot
desire

pattern

constit

ution

83% 84% 97% 92% 93% 92% 90% 93% 87% 88% 92% 86%

4.2 실험연구 결과 

4.2.1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정화를 해 신뢰도의 측

정 방법 에서도 [38]처칠이 제안한 내 일 성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내 일 성 방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

정하기 해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해하는 문항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

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한 방법이며, 이를 

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 다[39]. 

신뢰도 낮은 문항을 제외시키는 기 에 한 논의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넬리[40]는 탐색 인 

연구 분야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60이상이면 충

분하고, 기 연구분야에서는 .80, 그리고 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90이상이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요인

별 문항간의 신뢰도 분석의 기 을 Alpha > .60 이상으

로 설정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다. 한 각 문한의 

각 차원이 측정개념을 정확히 반 하는가를 확인하기 

해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내러티 와 

는증  설득, 공감반응, 감성반응, 고태도는 신뢰도 계

수가 .80 이상을 상회 하 으며, 인지반응은 .78로 모두 

신뢰도 검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2.2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내러티 구성, 논증  설득, 공감반응, 감정

반응, 인지반응, 몰입반응, 고태도의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 검증을 하여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과정에서 요인으로 묶이지 않거나 

복으로 묶이는 문항 는 동일 요인 내 신뢰도를 해하

는 문항 등을 제거, 최종 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개념 별 측정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측정

문항의 제거를 한 요인의 재값 기 은 .30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50 이상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따라 요인별 

문항 선별과 제거를 한 최소 요인의 재값 기 을 .50 

이상으로 제한하 다. 분석결과 각 문항의 각 차원이 측

정개념을 정확히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분석을 해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항목에 

한 요인구조의 합성을 알아보는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고에 한 인식과 태도형성과정의 성립을 확인

하기 한 구성개념인 감정반응, 인지반응, 몰입반응, 공

감반응, 고태도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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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FI, RMR, GFI 지수를 심으로 구조방정

식 모형의 합성을 단할 것이다. 이 지수들의 합도

를 단하기 해 <Tabl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

단 합도기 인 CFI는 .90, GFI는 .80 이상의 값을 보일 

경우 합도가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42].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고효과 과정에 한 측정도구 

모형에 한 합도 지수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본 연구

에서 제시된 합모델의 단기 인 RMR=.063, 

CFI=.835, NFI=.906, GFI=.835 일반 인 최  모델의 기

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다른 합

도 지수들 한 최  모델의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분경우 합도 지수들이 체 으로 만족할

만한 수 을 확보하고 있었다. 

absolute fit 

index　
x
2

RMR GFI

statistic

x2 

1313.54*** .063 .835

(df = 125)

optimum model p > .05
 less 

than .08 

more than 

0.8 

increment fit 

index　　
NFI CFI

statistic .906 .914

optimum model more than .90 more than .90
***p <.001, **p<.01, *p<.05

<Table 3> GIF of storytelling AD

따라서 고효과과정에 한 측정도구 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잠재요인이 설명하는 세부 측정 

문항들이 부분 .69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각 

경로계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세

부 항목들이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 고효과과정에 한 측정도구가 집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2.3 광고유형에 따른 광고 인식

연구문제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고유형에 따른 고

태도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향력을 검증하기 

해 변인들 간의 계를 상 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주요 변인인 정서반응, 인지반응, 공감반응, 몰

입반응  고태도는 모두 뚜렷한 정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efer to <Table 4>). 

factor　 sympathy emotion
cogniti

on
flow

AD

attit

ude

sympathy 1 　 　 　 　

emotion .503** 1 　 　 　

cognition .373** .495** 1 　 　

flow
.798** .526** .452** 1 　

AD

attitude
.460** .724** .609**

.536

**
1

***p <.001, **p<.01, *p<.05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고태도 형성에 해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매

개변인의 향력을 검증하기 에 변인들 간의 계를 

상 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요 변인인 

공감반응, 정서반응, 인지반응, 몰입반응, 고태도는 모

두 상호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계가 높게 나타난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 검증 

결과 VIP가 모든 변인들에서 4이하로 비교  낮았다, 다

공선성의 문제의 발생이 비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으로 볼 수 있었다. 

4.2.4 스토리텔링광고에 따른 효과과정 분석 결과

<연구문제2>의 검증을 해 경로계수를 통해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하 다. 이를 해서는 연구모형에 

합도에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모형

이 표본자료와 일치여부를 평가하 다. 모형에 한 

합도를 검증을 해 기 부합치인 x2통계량과 GFI, 원소

간 평균차이인 RMR, 표 부합치인 NFI, 비교부합치인 

CFI,등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 한 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Refer to <Table 5>), 합도 지수들이 GFI=.936, 

CFI=.979, RMR=0.70, NFI=.964로 나타나 연구모형은 좋

은 합도를 지닌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

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고, 이를 연구문제 분석에 용

하 다. 

구성개념 간의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 구성개

념 각각의 평균분산 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검증하 다. 이론 으로 분산 추출수는 0.5 

이상, 개념 신뢰도는 0.7이상 이면 측정모형은 합하다

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7). 분석결과<Table 8>와 같이 

분산 추출지수는 0.5이상 이므로 수렴 타당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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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Standardized 

estimates 
t P

sympathy --> emotion 0.528 5.981 ***

sympathy -->cognition 0.249 2.596 0.009

emotion --> flow 0.272 3.722 ***

cognition --> flow 0.104 1.624 0.104

sympathy --> flow 0.638 7.661 ***

flow -->
AD

attitude
0.536 4.123 ***

cognition -->
AD

attitude
0.013 0.223 0.824

emotion -->
AD

attitude
0.626 7.611 ***

sympathy -->
AD

attitude
-0.209 -1.944 0.052

***
p <.001, 

**
p<.01, 

*
p<.05

<Table 8> Significance test of storytelling AD 
effect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Variable Item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E AVE  CR

sympathy

sympathy1 0.869 0.441

0.654 0.883sympathy2 0.978 0.067

sympathy3 0.982 0.058

emotion

emotion1 0.878 0.240

0.547 0.784

emotion2 0.894 0.226

emotion3 0.732 0.438

emotion4 0.833 0.355

emotion5 0.802 0.394

cognition

cognition1 0.74 0.414

0.715 0.834cognition2 0.717 0.499

cognition3 0.708 0.334

flow 
flow1 0.913 0.244

0.840 0.941
flow2 0.875 0.393

AD

attitude

AD attitude1 0.868 0.222

0.770 0.870
AD attitude2 0.886

0.237

absolute fit index　 x
2

RMR GFI

statistic

x
2
 

212.756*** .070 .936

(df = 90)

increment fit index　　 NFI CFI

statistic .964 .979
***
p <.001, 

**
p<.01, 

*
p<.05

<Table 5> GIF of AD effects

absolute fit index　 x
2

RMR GFI

statistic

x
2
 

149.082*** .072 .882

(df = 106)

increment fit index　　 NFI CFI

statistic .918 .968
***
p <.001, 

**
p<.01, 

*
p<.05

<Table 7> GIF of storytelling AD effects

고 있다. 한 각 개념의 신뢰도가 0.7이상이므로 내  일

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서 제시된 고에서의 공감반응이 고효과 과정에

서의 효과변인들의 향 계를 검증하기 해서 앞서 도

출된 고효과를 심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공감

반응을 심으로 스토리텔링 고의 합도 검증 지수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감반응에 의한 고효과에 한 

합도 통계량은 최  모형의 단기 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로모형을 심으로 고효과 과정을 검증한 결과는 

[Fig. 1]와 같이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된 스토리텔링

고의 핵심  변인인 공감반응이 고의 감정반응과 인

지반응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반응에 

상 으로 높은 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감반응이 몰입반응에 한 강한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반응으로 발된 감정반응과 몰입반응 반

응이 고태도 형성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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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h of storytelling AD

4.2.5 모형의 수정 

연구모형(최 모형)에 한 분석 결과, 모형의 합도

는 좋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여러 경로가 발

견되었다. 따라서 간명도가 높은 최 의 모형(best 

fitting model)을 구성하기 해 모형의 수정을 실시하

다. 모형다듬기는 자유스럽게 추정되는 모수를 0으로 제

약함으로써 련효과를 모형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43]. 본 분석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계 으로 제거하 다. 그러면서 카이제곱통계량의 차

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가장 간명한 모형을 

찾고자 하 다. 이와 같이 모형다듬기를 통해 수정된 최

종모형을 도출하 으며, 이 최종모형에 한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Fig. 2]과 같다.

[Fig. 2] modified Path of storytelling AD 

5. 연구결과와 논의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 을 고려하여 문

학에서 출발한 내러티  개념과 드라마의 시각에 한 

근을 통해 스토리텔링 고에 한 개념  정의를 확장

하 고, 스토리텔링 고의 특성이 고효과 변인들 간의 

효과과정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내러티 에 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드라

마에 한 이론  확장개념을 검토하여 연구모형에 포함

될 개념을 구체화하고, 스토리텔링 고에서 구 되고 있

는 변인들에 한 개념과 사실 계를 정리하 다. 

그동안 인문학에서 논의되어온 내러티 의 개념을 도

입하고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어온 스토리텔링 고유형

화에 한 연구를 토 로[3,15,22], 스토리텔링 고의 형

태  특성을 추출하기 한 개념으로 롯, 패턴, 주인공, 

환 , 인과성, 갈등, 계, 욕구 등의 개념들을 추출하

다. 한 에스칼라스[22]과 달신[17]등의, 연구를 통해

서 스토리텔링 고에 한 특성이 공감반응, 정서반응, 

인지반응, 몰입반응에 한 련을 가정하고 그 증거를 

검토하 다. 

스토리텔링 고의 특성 분석결과 기존 연구자들

[3,15,22]의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고의 구  특성

들에 따라 고의 고 략, 고 표 략, 고카피에 

있어서 목 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스

토리텔링 고의 유형에 한 구분의 연구들[3,15,22]에서 

스토리텔링 고는 수용자들의 인지 , 감정 , 공감, 몰

입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개념으로 설명하

으며, 이러한 논의를 기 로 하여 스토리텔링 고의 수

용자들의 반응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개념으로서 제시된, 

사회 계, 연 구조, 환 , 패턴, 시간 흐름, 주인공

의 심리변화, 갈등, 욕구 등에 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

었다. 구체 으로 스토리텔링 고의 경우 사회  계가 

드러나는데 이는 고 속에서 소비자를 상으로 개인  

계를 심으로 계형성이 드러나고 고 안에서 이들

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스토리텔링 고의 통

인 출발 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 구조와 환 , 시간 이 드러나는가에 한 분석 

결과 스토리텔링 고의 경우 이러한 특성들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이를 통한 심리변화와, 주

sympathy

emotion

cognition

flow

AD

attitude

sympathy

cognition

AD

attitude
flow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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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욕구, 롯 내 갈등, 환 의 유무를 살펴보면 스토

리텔링 고의 경우 주인공이 등장하여 욕구를 해결하기 

한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가 해소되는 환 을 맞는 

통 인 이야기구조의 형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롯의 패턴 구성형태로 발단, 개, 기, 정, 

정, 결말의 구조들의 요소들이 기능여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고의 경우 패턴의 구성요소들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제약을 가지는 고의 

경우 생략과 과장이 두드러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가 가지는 의미를 크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스토리텔링 고의 경우 인물이 제시되며, 

주로 제품과 련된 생리 , 심리 , 사회  욕구의 추구

를 해야 하는 문제에 착해 있는 것으로 등장하며, 이러

한 주인공의 욕구에 방해하는 인물이나 환경과의 갈등  

개 구성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자의 공감을 

수반하는 이성, 감성  반응을 유발하고, 수용자의 몰입

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의 스토리텔링 고의 효과과정의 검증결과 

공감반응이 고의 감정반응과 인지반응, 몰입반응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반응과 몰입반응에 상

으로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리

텔링 고의 경우 고의 공감성이 고에 한 반 인 

감정과 고자체에 한 몰입도에 큰 향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감반응의 발은 고에 한 감

정이입으로 개되어 고에 한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데, 이러한 수용자의 내  과정이 고의 태도를 형성하

는데 핵심 인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이는 인물이나 인물의 상황이 얼마나 수용자에

게 사실감 있게 다가가고, 매력을 느끼는지 제품이 인물

의 갈등을 얼마나 극 으로 해결해 주는 가에 따라 수용

자들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고의 감정  반응과 몰입 요소를 추동하여 고 효과

가 결정되리라는 것을 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살펴볼 때 스토리텔링 고의 

경우 감정  반응이 공감과 몰입 태도간의 강한 연합

계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고에 한 보

다 체계 이고 강력한 태도를 유인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에델[29]이 주장한 

고에 의해 생성된 감정이 수용자의 고에 한 태도

와 랜드 태도에 향을 다는 주장이 다시 확인되었

으며, 감성과 련된 연구주장을 토 로 볼 때 공감반응

은 설득  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3,11,15,22]. 

앞서 논의된 스토리텔링 고요소들이 수용자들에게 

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고효과에 정

인 방향으로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고제작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고의 더욱더 구체 이고 실제 인 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고 략과 크리에이티  반에 있어서 수용

자에게 공감반응을 유도하기 한 크리에이티  방식차

원, 수용자들에게 조성된 공감인식을 몰입의 양상으로 

개하는 방식에 해서 요한 략  시사 을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고려는 단기 인 고 집행상의 근과 

장기  고캠페인 개에서의 소비자에게 어떠한 스토

리텔링 고 구조를 제시할 것인가에 한 략의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6.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고에 효과과정을 스토리텔링

고의 유형과 속성 에 을 두어 악함으로써 

고 분야에서 미흡했던 스토리텔링 고에 한 논의와 

이론  토 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실증연

구를 해 국내 집행 고물을 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여 

이론 인 논의와 부분 인 변인간의 연결을 통해 실제

인 스토리텔링 고의 특성들을 확인하는 한편, 스토리텔

링 고의 특성들이 실제 실에서 수용자들의 고효과 

인식 향을 확인함으로써 스토리텔링 고와 련한 효

과 변인과 방향성의 확인을 하 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스토리텔링 고의 특성에 의한 공감반응과 감정반응, 

몰입에 이르는 고효과 과정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고, IPTV 고, 모바일 고 등을 비롯한 양방향 

고의 고효과 과정의 시사 을 제공한다. 수용자들의 

드라마 구성의 인식을 통한 공감과 참여, 몰입을 통해 

고태도 형성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한 연구  실

무차원의 고 략에서 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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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목표가 고가치에 한 감정  반응, 인지  

반응에 앞서 공감을 목 으로 하는 이상 스토리텔링 고

는 매우 유효한 방식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고 

략을 수행하기 해서는 고 크리에티  실무에 있어

서 인물, 롯, 갈등, 환 , 이야기 개 구조에 한 인

문학 인 근이 필요하며, 고제품과의 부합에 과정에 

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TV 고물을 분석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가 다른 매체 특히 라디

오와 온라인매체에서의 용이 가능한가에 한 문제가 

지  될 수 있다.  한 스토리텔링 고 분류 유목의 경

우 부분 국외의 연구 측정개념과 기존의 개념  연구

에 근거하여 도출한 만큼 이 연구의 분석틀에 한 타당

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실험상황을 통한 스토리텔링 고효과에 

한 태도에 한 일반화 문제로, 실험실상황이 갖는 한

계 으로 이들이 응답한 결과가 실험실의 통제 상황에서

의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효과가 그 로 결과와는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상황을 배

재한 실제 집행 고를 심으로 수용자들의 고효과 측

정을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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