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자기 검색도 이론은 고효과연구에 있어서 개인 간

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한 분야이다[1,2]. 자기 검색도 이론은 개인이 사회생활

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 표 행동의 사회 인 타당성

여부를 단하기 하여상황 인여건에따라서스스로

를 리하고, 통제하는 성향을 말한다[3,4].

라  고  과 기 검색도  상 용 과 

연

한상필
한양대학  고 보학과

The Interaction Effects of Online Advertising Types and 

Self-Monitoring

Sangpil Han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약 본연구는온라인 고유형 (제품 고와이미지 고)의효과에조 변인으로 향을미치는자기검색도의역할을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 수도권 소재 160명의 학생을 상으로 2 X 2 요인설계로 실험이실시되었다. 자기

검색도가낮은집단은이미지를강조하는온라인 고보다는제품의특성을강조하는온라인 고에더 정 인반면에,

자기 검색도가높은집단은제품의특성을강조하는온라인 고보다는이미지를강조하는온라인 고에더 정 으로

반응할것이라는가설을세우고연구가진행되었다. 연구결과, 텔 비 과신문과같은 통 고를 상으로한연구결과에

서와마찬가지로온라인 고에서도가설이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 온라인 고크리에이티 략과효과를제

고할 수 있는 이론 논의와 실무 함의를 논의하 다.

주제어 : 온라인 고, 자기 검색도, 고효과, 고소구유형, 랜드 태도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discusses the results of an article on the effects of moderating role of self-monitoring 

on response to the two different types of online advertising appeals. It was hypothesized that low self-monitors show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brand when exposing advertisements with product quality-based online advertising 

than high self-monitors, whereas high self-monitors show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brand when exposing 

advertisements with image-based online advertising than low self-monitors. Through an experimental design 

involving product quality and image-based online advertising,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role of 

self-monitoring in online advertising effects is similar to traditional advertising stud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actical and theoretical suggestions are interpreted in relation to online advertising creative messages and 

strategies. 

Key Words : Online advertising, Self-monitoring, Advertising effects, Advertising appeals, Attitude toward brand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Hanyang University (HY-2017-G).

*Corresponding Author : Sangpil Han (sphan@hanyang.ac.kr)

Received April 13, 2018

Accepted May 20, 2018

Revised   April 30, 2018

Published May 28, 20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5, pp. 207-211,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5.207



한 지 정책학 논문지 제16  제5208

자기 검색도 측정에서 낮은 수를 보이는 자기 검색

도가낮은사람들은 (low self-monitors) 주변상황의변

화에 계없이 일 성있는 행동을 하며본인의내 감

정과 태도에 따라 행동하는 성향이 높다[5,6]. 따라서 자

기검색도가낮은집단은 자기검색도가높은 집단보다

본인의 태도에 따라 행동하는 일 성을 보인다. 이와는

반 로, 자기 검색도 측정에서 높은 수를 보이는 자기

검색도가높은사람들은 (high self-monitors) 상황 주

변 단서에 따라 태도와 계없이 행동하며, 상황에 응

하여행동을하는성향이높은집단이다[7]. 따라서자기

검색도가높은 사람은자기 검색도가 낮은사람보다 본

인의 태도에 따라 행동하는 일 성이 비교 낮다[8].

이와같은자기검색도가낮은집단과높은집단의특

성에 따라서 자기 검색도가 낮은 사람들은 고하는 제

품의본질 혜택과품질을강조하는 제품 고에더

정 으로 반응하는데 비해, 자기 검색도가 높은 사람들

은제품을소비함으로서자신이타인들에게보이는인식

을 강조하는 이미지 고에 더 정 인 반응을 한다

[9-11]. 자기 검색이 낮은소비자들은본인의태도와 선

유경향에 맞추어 행동하나, 자기 검색이 높은 소비자들

은 고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상황에 투

사하려는 성향이 높다[2].

자기 검색도 이론은 외부 상황 요인과 다른 사람과의

계 맥락에서사람들의행동을 찰하는데훌륭한척

도이며, 온라인 고의 표 인 두 가지 유형인 제품

고와 이미지 고 효과를 연구하는데 있어 개인 차이를

검증하는데 합하다[1].

자기 검색도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한 Snyder가 연구

한 다수의 논문은 자기 검색도에 따라 선호하는 고유

형이다르다는결론을보여주었다[6,11,12]. 자기 검색도

와 고유형의상호작용효과를연구한지 까지의연구

는텔 비 , 신문, 잡지, 옥외 고와같은 통매체 고

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일 성 있게 자기

검색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고와

모바일 고와 같은 디지털 고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온라인 고를 상으로자기검색도의효과를

용하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고유형 (제품 고와 이미지 고)

의 효과에 조 변인으로 향을 미치는 자기 검색도의

역할을 검증하고자한다. 연구결과는 온라인 고크리에

이티 략을 제고할수 있는이론 논의와 실무 함

의를 포함할 것으로 기 된다.

2. 기 검색도 측정과 고  류

자기 검색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하기

한측정방식은다양하게이루어질수있다[6,11.12]. 다양

한 측정방식 에서 본 연구에서는 Snyder가 개발한 25

개 문항측정도구를사용하 다. 이 문항척도는측정방

식의 타당도를 높이기 하여 기존에 사용되었던 18개

문항측정에서 7개 문항을 늘렸으며, 순코딩과 역코딩을

하도록하여실험참여자들이무작 로 는무성의 으

로 응답한 경우에는 분석에서 배제하는 등 자기 검색도

측정도구로 리 활용되고 있는 척도이다[6,12].

고효과 연구에 있어서 가장 이 사용되는 고유

형의분류방식은고객에게 고제품의고유한특성과혜

택을강조하는제품 고와 고제품에 한분 기와느

낌 등 감정에 소구하는 이미지 고의 분류방식이다. 모

든 고가 제품 고와이미지 고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일부 고는 제품특성과 이미지를 모두 강조하는 간

형태의 소구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유형 분

류와연구를 해제품 고와이미지 고의분류는 고

학계와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제품 고와

이미지 고를정보 고와무드 고, 는 경성 고와연

성 고로 분류하기도 한다[13-17]. 본 연구에서는 부

분의 고학교과서에서사용하고있는제품 고와이미

지 고로온라인 고유형을분류하여연구를실시하 다.

기존의연구는 고소구유형을제품 고, 경성 고

는 객 정보제공 고와 이미지 고, 연성 고 는

사회 정보제공 고로 분류하여 고소구유형과 개인

성격의 상호작용 효과를 연구하 다. 기존 연구는 자기

검색도가 낮거나 내부지향 사회성격이 높은 피험자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 향을 반기 보다는 피험자 자

신의가치 과행동양식에따라사회생활을 하기때

문에 소비자행동을 하는데 있어 이미지 보다는 제품의

본질 정보를더추구하기때문에제품 고가효과 인

반면에, 자기 검색도가 높거나 타인지향 사회성격 집

단은 이와는 달리 제품 자체의 본질 정보를 강조하는

제품 고보다는사회 이미지와타인지향 정보를보

여주는 고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연구를 하 다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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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와 이론 근거를 바

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가설 1: 자기 검색도가 낮은 집단은 이미지 고 보다

제품 고에 더 정 으로 반응할 것이다.

가설 2; 자기검색도가 높은집단은 제품 고보다 이

미지 고에 더 정 으로 반응할 것이다.

3. 연 방법

3.1 실험 계  피험

본 연구는 온라인 고유형과 자기 검색도가 고효

과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 실

험설계는 2 X 2 factorial design으로이루어졌다. 피험자

의 자기 검색도와 온라인 고유형은 피험자 간 변인이

었다. 자기 검색도는 측정문항의 응답에 따라 낮은 집단

과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온라인 고유형은 제품

고와 이미지 고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는 수도권 소재 학의 인문사회계 학생과 자

연계 학생 160명이었다. 연구결과의 타당도를높이기

하여 고와마 이론에익숙한 고 공과마

공 학생은 배제하 다. 참여 학생들은 사 조사에 참여

한실 이없으며, 본 연구의가설에 해서도알지못했

다. 이들 참여자 에서 실험 차를 따르지 않거나 실험

내용을 잘 못 이해하여 타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8명은

결과분석에서 제외하 다. 최종 분석 상 피험자는 152

명이었다.

3.2 실험절차

실험 상 160명은원활한 실험통제를 하여 4그룹으

로 나 어 각각 40명씩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를 한

자기검색도측정과온라인 고에 한태도를응답하기

이 에 간략하게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지시내용을 달

하 다. 실험 순서는 실험 상 온라인 고물이 포함된

사이트를 10분간보게한뒤, 고태도, 랜드태도등종

속변인을 측정하고 자기 검색도 측정 문항을 답하게 하

다. 이후 피험자들은 연구목 과 의의에 하여 간단

한 설명을 듣고 퇴장하 다.

4. 연 결과

4.1 기 검색도  류 

연구에참여한 160명 학생들이응답한자기검색도척

도의 평균값을 기 으로 자기 검색도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으로 구분하 다. Snyder가 개발한 25개의 자기

검색도문항척도를응답한실험참여자들의데이터상에

서평균값근처에다수의응답이몰려있었다. 이러한경

우 평균값을 기 치로 하여 자기 검색도의 높음과 낮음

을 분류하면 평균값 근처에 있는 다수의 피험자로 인해

자기검색도분류의문제 이발생할수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체 표본의 수가 다소 었고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문제 에도불구하고평균값을기 으로자기검

색도의상하를구분하여연구한논문이많았으므로평균

값을 기 으로 두 집단을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 자기

검색도가 하로 분류된 실험 참여자의 평균 검색도 수

는 9.1 이었고, 상으로 분류된 실험 참여자 집단은 16.8

이었고 아래 Table 1과 같다.

Low Self-Monitors
(N = 69)

High
Self-Monitors
(N = 73)

Self-Monitoring Score 9.1 16.8

Table 1. Classification of Self-Monitioring

4.2 고태도 결과

Table 2에 제품 고와 이미지 고에 하여 자기 검

색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응답한 결과가 정리되

어 있다. Table 2에서보는 바와 같이, 자기 검색도와온

라인 고유형은 상호작용효과를 보여 주었다. 자기 검

색도가낮은 집단은높은집단 보다제품 고에 해 더

높은 고태도를 보인 반면, 자기 검색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이미지 고에 해 더 높은 고태도를

보 다 (F = 25.93, p < .01).

Dependent
Measure

Low Self-Monitors High Self-Monitors

Product-Quality
Ad

Image
Ad

Product-Quality
Ad

Image
Ad

Attitude toward
Ad

4.3 2.9 3.6 3.9

Table 2. Attitude toward Advertisements as a Function

of Online Advertising Types and Self-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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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브랜드태도 결과

Table 3에 제품 고와 이미지 고에 하여 자기 검

색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랜드태도에 한 응

답한결과가정리되어있다. Table 3에서보는바와같이,

랜드태도에 한 분석결과는 고태도에 한 분석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기 검색도와 온라인 고유

형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자기 검색도가 낮은 집

단은 높은집단 보다제품 고에 해더높은 고태도

를 보인 반면, 자기 검색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

다 이미지 고에 해 더 높은 고태도를 보 다 (F =

17.07, p < .05).

Dependent
Measure

Low Self-Monitors
High

Self-Monitors

Product-Quality
Ad

Image
Ad

Product-Quality
Ad

Image
Ad

Attitude
toward Ad

3.8 3.1 3.3 3.8

Table 3. Attitude toward Brands as a Function of 

Online Advertising Types and Self-Monitoring

5. 결론 및 제언

고에 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개인의 심리 특성

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소비자들은 고메시지에 향

을 받고, 어떤 소비자들은 고를 한 매체에 향을

받으며, 다른소비자들은자신이처한구매상황에

향을 받기도 한다. 한 동일한 고메시지와 동일한 매

체에 집행된 고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의 심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고실

무자들은이러한다양한 고효과에 향을미치는요인

들에 해지난 50여 년간 많은연구를 해왔으며, 최근

에도 온라인 고연구에 있어 가장 요한 연구주제

의 한 분야이다.

고효과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은 향을 미친 연구

는 소비자의 여도 (고 여와 여)와 심 특성 (이

성과감성)에따라네개 역으로나 FCB그리드모델

에 한연구 다. 이 모델은디지털 고가시작되기이

수십년간 고이론과실무에서 리사용되는 고

효과 측정 모델이었다. 디지털 미디어 고가 본격화되

면서 최근에는 고효과에 한 역도 확 되어, 소비

자 특성, 고소구 유형, 제품의 특성, 그리고 제품의 시

장주기 등 다양한 변인들이 추가되고 있다.

고효과가발생하는주요 4가지변인 에서두가지

변인인 온라인 고 소구유형과 개인특성 변인의 상호작

용 효과를 연구한 본 연구는 기존의 통매체 연구에서

온라인 고로 확장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통

매체 고를 상으로 하 던 자기 검색도와 고소구유

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일 성 있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고에 있어서 고소구유

형과 개인의 특성이 모두 고효과에 향을 미치는 핵

심 변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연구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고를 제작할 때, 제품 고와 이미지 고를

략 으로선정하는데있어서개인의특성을고려할경우

에더높은효과를올릴수있다는 을보여주었다. 특

히 통매체 고를 상으로하 던기존연구와동일한

결과를 얻음으로서 연구의 타당성와 신뢰도도 높았다.

그러나 온라인과 모바일 등 디지털 고는 텔 비 ,

신문, 잡지, 라디오와옥외등 통매체 고와는달리매

체를 소비하는 상황과 형태, 그리고 고효과를 측정하

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고소구유형과 개인특

성이외의다른변인들을포함한연구들이진행되어야만

연구결과를이론 으로실무 으로확장할수있을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제한 과한계를가진다. 첫째, 자기검색도와 고

소구유형의상호작용효과는제품특성에따라달라질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를 반 한 연구가 더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공리 인 제품, 사회 이미지 제품, 그리

고 혼합 제품에 따라 본 연구의 두 변인 간 상호작용 효

과는달리나타날수있으므로이에 한추가연구가필

요하다.

둘째, 통매체 고에서는 고효과를 고태도와

랜드태도 등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온라인 고에서는

태도 보다는 클릭 수, 공유 수, 매출액 등 행동 변인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고효과 측정 방식

과는 다른 방법으로 종속 변인이 측정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좀 더 정교화 된 연구 설계와

종속 변인 측정이 필요하다.

셋째, 고효과 연구에 있어 연구 상 표본의 표성

이 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 만을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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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실험 상 제품을 학생들

이 심을갖는제품으로선정하 다고하더라도연구결

과의타당도를높이기 해서는일반인들로표본을확

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 상 제품군도 확 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하는 방법론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 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온라인 고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

한 결과 통매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게 되

어, 개인특성과 고소구유형의상호작용효과연구의 확

장을 하는데 기여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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