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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동영상 콘텐츠들이 증가함에 따

라, 사용자가 제작한 동영상과 관련된 연구도 증가추

세에 있다. 그러나 개인이 동영상 광고를 제작할 때 

어떤 유형의 동영상 광고가 더 인기가 있고 수용자에

게 더 쉽게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동영상 광고를 지도하고 강조할 때 더 큰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오늘날, 각종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사용자 창

작 커뮤니티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사용자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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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온라인 언론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플

랫폼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많은 플랫폼과 소비자들 

앞에서 어떤 유형의 동영상을 부동한 소비자에게 추

천할 것인가 하는 것도 플랫폼의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성능과 촬영 기능의 향상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삶을 기록

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사람들도 증가하

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만들고 공유

하는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기업들의 관

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동영상 사용자 제작 동

영상의 발전은 광고, 마케팅, 쇼핑, 연예, 방송, 정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마케팅과 광

고 분야에서 스타 및 인터넷 스타 혹은 일반 소비자

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제품과 브랜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하

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기법은 이미 광고회사와 미

디어 플랫폼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1].

해외의 경우, 사용자 제작 동영상 광고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고, 2006년부터 기업들에서는 

소비자가 제작한 제품에 관한 콘텐츠를 통해 마케팅

을 시작하였다(Barnes & Hair, 2009)[2]. 소비자는 

회사에서 게시한 내용보다 사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더 신뢰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Jonas, 2010)[3].

Anjana et al. (2012)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제품 

속성, 가격, 프로모션 외의 잠재적인 사용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부요소로 부상하였

음을 밝히고 있다[4]. Michael Scholz et al. (2013)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MGC 보다 더 소비자의 관심

을 끌고 소비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나아가 구매결정

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임을 검증했다[5].

소셜미디어에 서도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관한 연

구가 비교적 많은데, Kumar, et al. (2015)은 소셜미

디어와 전통 미디어에 배포된 기업정보에 관한 데이

터를 비교한 결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브랜드 사용

자 생성 콘텐츠는 수용자의 구매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의도는 소비자

의 브랜드 태도를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고, 소셜미

디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변화를 알 

수 있다(Jansen, 2009)[6]. 金永生 등(2011)의 연구에

서는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7]. 예를 들어, 상위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비교적 큰 참고가치를 지니고 

있고,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글들은 공유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의 광고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

상 유형(정보형/오락형)과 정보 프레이밍(촉진형/예

방형)의 일치성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다. 또한, 동영상 유형이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데에 있어, 조절 초점 (방향성 촉진/예방성 촉진)

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 분야의 학술연구 범위를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광고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소비자가 효과적인 광고를 제작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동영상 유형과 메시지 프레이밍

Ducoffe(1995)는 광고의 오락성, 정보성 등을 바

탕으로 광고 내부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8].

2001년, 외국 학자 Brackett & Carr는 Ducoffe의 모

형을 확장하여 해당 결과를 검증하였다[9]. 사용자 

생성 콘텐츠 분류에 관한 연구로는, 사용자의 관점에

서 사용자의 활동목적에 따라 이성적 사용자와 감성

적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성적인 사용자는 제

안과 지식공유에 치중하고 감성적인 사용자는 사교

와 오락에 치중한다(Krishnamurthy & Dou, 2008)

[10]. 赵翔宇(2012)는 사용자 콘텐츠 제작의 3W와 관

련한 연구에서 동영상 유형을 오락형, 사교형, 상업

형, 취미형, 여론형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11]. 戴维,

白长虹(2012)은 인터넷 광고 동영상 유형을 오락형

과 정보형으로 구분하였다[12]. 오락형 동영상은 재

미있거나 과장된 제품 관련 경험에 대한 동영상을 

공유하여 시청자를 즐겁게 하는 동시에 자극과 체험

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을 말한다. 정보형 동영상이란 

제품의 기능적 특성, 세부적 디자인, 전반적인 아름

다움이나 브랜드 정보 전달 등을 내용으로 한 동영상

으로, 제품의 성능이나 용도를 비교적 이성적이고 객

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사용자 생성 콘

텐츠 모드에서의 동영상은 수시로 발생되고, 이는 전

문적인 제작방식을 통해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생성

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동영상 유형을 오락형과 정보형의 두 가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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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정보 프레이밍(Information Framing)은 최초의 

심리학적 명사로,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서술될 때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현상을 

말한다. 정보 프레이밍 효과의 표현형태는 여러 종류

가 있지만, 그중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촉진(긍정적)형과 예방(부정적)형 이다. 제품 광고의 

제품 요구(product claims)에는 촉진 초점 프레이밍

(promotion-framed)과 예방 초점 프레이밍(preven-

tion-framed)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프레이밍 효

과를 형성하여 소비자의 소비동기를 유발시킨다. 촉

진형 정보 프레이밍은 사람에게 즐겁고 아름다운 동

영상 분위기나 감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고, 예방

형 정보 프레이밍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좋은 영향이 생기거나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부정

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프레이밍을 촉진형 정보 프

레이밍과 예방형 정보 프레이밍으로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조절 초점

조절 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은 동

기 이론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Higgns, 1997)[13].

이 이론은 전통적인 '주리피해(趋利避害)'의 향락적

인 원칙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주리피해'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개체는 자기 조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특정

한 방식이나 성향을 나타낸다(Higgns, 1997). 방향성 

촉진 개체는 개인의 성장적인 수요, 방향성 예방 개

체는 안전적인 수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행동적인 전략은 각기 다르다. 서로 

다른 방향의 조절 초점을 가지는 개체는 자동적으로 

자기에 맞는 전략을 찾게 될 것인데, 이에 따라 조절

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품 홍보에 있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제품 정보에서 자신에게 맞는 

조절 초점 특징이 있는지를 통해 자기한테 적합한지

를 판단한다(Wang, 2006)[14]. 이런 상황에서 업체

들은 소비자별 광고를 디자인할 때 각각 '꼭 성공하

기'와 '실패하지 않으면 된다'의 책략을 통해 각기 

다른 조절 초점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극적인 마케

팅을 실시한다.

조절 초점의 작동은 장기적인 조절 초점과 단기적

인 조절 초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적인 조절 초

점은 특질적인 방향성 조절로 보통 어릴 때부터 형성

된 특정한 경험적 반응이다(Higgins, 1997). 이는 문

화, 관습적인 경험 등의 영향을 받는다(Lee et al,

2000)[15]. 단기적인 조절 초점은 상황적 방향성 조절

로 특정 상황에서 하나의 목표나 결과를 통해 작동한

다(Crowe & Higgins, 1997; Freitas et al, 2002; Zhu

& Meyers-Levy, 2007). 또한, 두 가지 방식의 방향

성 조절이 개체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Lisjak et al,

2012)[16].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방향성 조절의 작동

을 채택하고자 한다.

상황적 방향성 조절은 일시적 방향성 조절이라고

도 하는데, 단서를 설정한 상황에서 수용자의 감각과 

심리를 자극하여 나아가 조절 초점을 유발시키는 현

상이다. Higgins(2000)는 조절 초점 이론에서 서로 

다른 조절 초점이 가진 개체가 스스로 그 자신에 맞

는 전략을 추구하여 나아가 조절 초점이 형성된다고 

밝혔다[17]. 예를 들어 방향성 촉진형 개체는 원하는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방향성 예방형 

개체는 방어하는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

적인 작동 방법은 많은데 문자, 동영상, 게임 등 정서

적 자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자

라이자오차(大家来找茬)'라는 게임을 통해 방향성 

촉진과 방향성 예방을 작동하고자 한다. 피험자는 가

능한 한 그림의 많은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것을 통해 

선물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조절 초점의 효과를 달

성한다.

2.3 가설의 및 연구 모형의 설정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 의

도는 목표 전략과 광고 정보의 프레이밍의 일치성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白琳, 2010)

[18]. 웨이보의 오락 차원과 정보 차원은 브랜드 충성

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徐健, 汪旭晖, 2012)[19]. 동영상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콘텐츠의 질보다 교육적 가치와 오락적 가치

의 영향을 더 많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iu-Thomp-

kins & Rogerson, 2012)[20]. 오락적인 동영상의 가

치는 수용자의 흥미와 사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에 있다. 대부분 소비자는 여전히 촉진형 정보와 관

련된 오락형 동영상을 선호한다. 정보형 동영상은 제

품의 디테일과 기능에 대한 전시이다. Levin(199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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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긍정적인 서술을 선호한다고 하였고[21],

Tamera(2001)는 서술 방식이 상황에 따라 소비자 선

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프레이밍은 건강 문제에서의 설득력이 더 강하다

[22]. 정보 프레이밍과 결합할 때, 긍정적인 정보보다 

예방적인 정보를 밝히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 의향을 

불러일으키는 데 더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

하였다.

H1: 동영상 유형과 정보 프레이밍의 조합에 따라 

광고효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a: 오락형 동영상의 경우 촉진형 정보 프레이밍

은 예방형 정보 프레이밍보다 광고효과에 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정보형 동영상의 경우 예방형 정보 프레이밍

은 촉진형 정보 프레이밍보다 광고효과에 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로 다른 조절 초점의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동영상 유형을 접할 경우, 소비자의 행동 동기를 증

가시킬 것이다. 동영상 유형과 정보 프레이밍을 잘 

매칭할 때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동영상에서 등장한 

제품의 정체성과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시청

자들은 자신의 조절 초점이나 동영상 정보 프레이밍

에 맞는 제품 정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면, 동영상 유형과 정보 프레이밍 잘 매칭

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는 동영상에 대한 정체성과 

친근감이 떨어지고 나아가 제품에 대한 수용도와 관

심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H2: 조절 초점 유형에 따라 동영상 유형과 정보 

프레이밍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다를 것이다.

H2a: 방향성 촉진 소비자에게 오락-촉진형 동영

상의 광고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H2b: 방향성 예방 소비자에게 정보-예방형 동영

상의 광고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가설을 통해 Fig. 1과 같은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 실험 설계

3.1 실험 설계의 개념

본 연구는 동영상 콘텐츠 유형 및 정보 프레임워

크 중심으로 사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의 광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유

형과 정보 프레이밍의 일치성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또한 목표의 불명확에 따

른 커뮤니케이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조절 초점 

실험을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2(동영상 유형: 오락

형/정보형) X2 (정보 프레이밍: 촉진형/예방형) X2

(조절 초점: 방향성 촉진/방향성 예방)의 실험을 설

정하였다. 실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영상 유형

(오락형/정보형)과 정보 프레이밍(촉진형/예방형)에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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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4가지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여 실험 연구를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20명의 대학교 재학생을 실험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이 연령

층의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인터넷을 능숙

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광고의 주

요 제작자이자 소비자라는 점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자의 활약상에 걸맞기 때문이었다. 2021년 9월 10일

부터 17일까지 8일간 본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3.2 실험 광고와 동영상 제작을 위한 사전조사

실험에 앞서, 실험에 사용할 제품을 선정하기 위

한 사전조사를 실행하였다. 2021년 8월 3일부터 5일

까지 사흘간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

행하였다. '현실 생활에서 어떤 제품이 실용적인 기

능도 있고 오락적인 기능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였다. 사전조사에 참여한 30명 대

학생의 대답에 따라 핸드폰, 작은 가전, 간식, 쿠키류 

운동 기구, 스마트 장난감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및 제품 외형 등이 실험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뷰한 학

생, 교수와 업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은 가전제품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작은 가

전제품에서는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생소한 '샌드

위치 메이커'를 실험제품으로 채택하였다. 샌드위치 

메이커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대학생이 샌드위치 메

이커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소해서 선험적 

판단을 피할 수 있다. 둘째는 작은 가전은 실용성 기

능과 오락성 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제품이고 사용 

과정에서 제품을 공유하는 의향이 높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동영상 만드는 수요도 있다.

3.3 실험광고물과 동영상 제작

기존 광고에 대한 친숙도 때문에 일어나는 기억 효

과를 제어하기 위하여 새로운 실험제품을 선정하였

다. 또한, 로고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친숙함으로

인한 경험적인 편향성을 피하기 위하여 'FUTURE'

라는 브랜드를 도입하였다. 정보에 따라 실험 외적인 

방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때 제품의 

기능만 강조하고 다른 표현으로 같은 뜻을 전달하였

다. 동영상에 따른 효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제품과 사진 외에 배경 화면, 카피, 배경음

악 등도 통일시켰고 광고 대행사의 지도에 따라 4가

지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3.4 조작화 검증

이 단계의 조작은 세 방면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방면은 실험 대상에게 조절 초점 작동 실험을 실행하

고, 두 번째 방면은 동영상의 정보 프레이밍에 대하

여 조작화 검증을 실시하며, 마지막 방면은 동영상 

유형에 대하여 조작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절 초점은 '다자라이자오차(大家来找茬)'라는 

게임을 통해 방향성 촉진과 방향성 예방을 각각 작동

하였다. 방향성 촉진의 경우 피험자가 7개 및 그 이상

의 차이점을 찾아 선물을 받는 것으로 과정을 진행하

였다. 차이점 하나를 찾으면 10점을 받는다. 총점 70

점의 획득 시, 소정의 선물을 받는 것을 통해 방향성 

촉진을 자극한다. 또한, '앞의 실험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어

느 정도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리커트 7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방향성 예방은 적어도 틀린 곳 7개를 

찾아야 된다. 즉, 틀린 부분 한 곳을 찾지 못하면, 100

점에서 10점이 감점이 되고 점수가 70점 이하이면 

작은선물을 받지 못한다. 이를 통해 방향성 예방의 

형성을 자극한다. '앞의 실험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감

점 최소화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절 초

점의 조절 효과를 보다 쉽게 검증하기 위하여 방향성 

촉진의 경우 정방향 채점 방식을 채택했는데 득점이 

높을수록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성 예방

의 경우 반방향 채점방식을 택했는데, 득점이 낮을수

록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프레이밍 조작의 경우 동영상에서 소개된 제

품 기능의 중점하여 채점하는 것을 통해 조작의 성공

여부를 측정한다. '동영상을 보면서 샌드위치 메이

커의 아름다운 외관과 음식을 만드는 기능에 대한 

생각, 아니면 조리기의 정확한 온도 조절 기능과 들

러붙지 않는 기능에 대한 생각이 떠올립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채점을 통해 조작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

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해당 동영상이 아름다운 

외관과 음식을 만드는 기능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 촉진형 정보 프레이밍으로 본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정확한 온도 조절 기능과 들러붙지 않는 

기능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여 예방형 정보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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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동영상 유형 조작의 경우 동영상 유형별의 개념을 

먼저 밝히고, 각 그룹에 다른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에 채점하도록 한다. 정보형 동영상과 오락형 동영상

은 Ducoffe(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즉, 정보성 동영상의 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는 이 동영상이 정보성 동영상에 속한다고 생

각하고 오락성 동영상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오락

성 동영상에 속한다.

3.5 표본선정 및 실험절차

본 실험은 Table 1과 같이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누

고, 한 그룹 당 40명으로 구성한다. 실험조작의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조절 초점 작동 실

험을 실시한다. 그룹 1～4의 피험자들에게 '다자라

이자오차(大家来找茬)'라는 게임 그림을 보여주고 

방향성 촉진 조작을 실시하고, 그룹 5～8의 피험자에

게 방향성 예방 조작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방향성 촉진과 방향성 예방의 두 그룹의 피험자에게 

'정보형—촉진형 정보 프레이밍', '정보형—예방형 

정보 프레이밍', '오락형—촉진형 정보 프레이밍', '

오락형—예방형 정보 프레이밍'의 4가지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광고효과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3.6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인 동영상 유형의 경우, Ducoffe(1996)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총 6개의 문항, 리

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 광고효과의 

경우, Lutz, Mackenzie, Belch(1983)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광고인지도, 광고 태도, 구매 

의도 등 3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도 리

커트 7점 척도, '동영상 광고 내용에 비교적 완전한 

인상이 있다', '동영상 광고 내용이 참신하다고 생각

한다', '동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을 구매하겠다' 등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작화 검증 분석

4.1.1 동영상 유형 조작화 검증

동영상 유형 조작화 검증에서 그룹 1, 2, 5, 6 (A

그룹으로 기재)의 피험자에게 정보형 동영상을 보여

주고, 그룹 3, 4, 7, 8 (B 그룹으로 기재)의 피험자에게 

오락형 동영상을 보여 준 다음, 정보형과 오락형 척

도를 통해 채점한다. 동영상 유형에 대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Minformation=5.07, Mentertainment=443, T=3.771,

P=0.000<0.05로 나타나서 동영상 유형에 대한 조작

이 성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정보 프레이밍의 조작화 검증

그룹 1, 3, 5, 7의 피험자에게 촉진형 정보 프레이밍 

동영상(즉, 아름다운 외관과 음식을 만드는 기능)을,

그룹 2, 4, 6, 8의 피험자에게 예방형 정보 프레이밍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s.

Promote the oriented experimental group Preventive orientation experimental group

1
Information-oriented—Promotional information
framework

5
Information-oriented—Promotional information
framework

2
Information-oriented—Preventive information
framework

6
Information-oriented—Preventive information
framework

3
Entertainment-oriented—Promotional
information framework

7
Entertainment-oriented—Promotional
information framework

4
Entertainment-oriented—Preventive
information framework

8
Entertainment-oriented—Preventive
information framework

Table 2. Independent Sample T-test for Video Content Types.

Variances separate Mean Std. Deviation T Sig.

Video Content Type
Information type 5.07 1.41

3.771 .000
Entertainment type 4.4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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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정확한 온도 조절 기능과 들러붙지 않는 기

능)을 보여준 다음, 피험자가 촉진형 정보 프레이밍

과 예방형 정보 프레이밍의 개념이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보면서 샌드

위치 메이커의 아름다운 외관과 음식을 만드는 기능

에 대한 생각, 아니면 조리기의 정확한 온도 조절 기능

과 들러붙지 않는 기능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리커트 7점 척도를 측정하였다. 정

보 프레이밍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Mpromotional=

4.95, Mpreventive=4.54, T=-2.348로 나타나고 P=0.019

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서 촉진형 정보 

프레이밍과 예방형 정보 프레이밍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정보 프레이밍에 대

한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4.1.3 조절 초점의 조작화 검증

조절 초점에 대한 독립표본 t 점검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Mpromotion=4.52,

Mprevention=4.98, T=2.643, P=0.009<0.05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방향성 촉진과 방향성 예방은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조절 초점에 대

한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4.2 가설검증

4.2.1 가설1의 검증

가설1은 정보 유형에 따라 촉진형 정보 프레이밍

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그 여부를 검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동영상 유형에 대한 LEVENE의 등분산 검증을 실시

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LEVENE 통계량=2.354, P=0.126 > 0.05로 나타나서 

ANOVA 분석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미변수로 일치하는 모든 피험자를 1로, 일치하

지 않는 모든 피험자를 0으로 구분한다. 일치하는 그

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일치하는 실험그룹의 동영상은 광고효과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F=37.918, P=.000<0.05로 나타나서 일치하는 그룹

은 그렇지 않은 그룹 피험자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일치함=1, 일치하지 않음=0), Table 6와 같이 나

타났다.

H1a와 H1b를 검증하기 위하여 LSD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Table 7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

었다. 총 C그룹(그룹 1, 5; 정보형-촉진형 정보 프레

이밍), D그룹(그룹 2, 6; 정보형-예방형 정보 프레이

밍), E그룹(그룹 3, 7; 오락형-촉진형 정보 프레이

밍), F그룹(그룹 4, 8; 오락형-예방형 정보 프레이밍)

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동영상 유형과 정보 프레이밍이 일치할 때, 광고

효과의 평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인 사후검증 결과, B그룹인 '정보형

Table 3. Independent Sample T-test of the Information Framework.

Variances separate Mean Std. Deviation T Sig.

Information
Framework

Promotional 4.95 1.50
-2.348 0.019

Preventive 4.54 1.60

Table 4. Independent Sample T-test for Regulatory Focus.

Variances separate Mean Std. Deviation T Sig.

Regulatory
Focus

Promotion 4.52 1.64
2.643 0.009

Prevention 4.98 1.44

Table 5.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df1 df2 Sig.

Mate
2.354 1 318 0.126

Mis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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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형 정보 프레이밍'의 동영상은 A그룹인 '정보

형-촉진형 정보 프레이밍'의 동영상보다 광고효과

가 더 높게 나타났고, C그룹인 '오락형-촉진형 정보 

프레이밍'의 동영상이 D그룹인 '오락형-예방형 정

보 프레이밍'의 동영상보다 광고효과가 더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H1, H1a, H1b가 채택되었다.

4.2.2 가설 2의 검증

가설2는 조절 초점 유형에 따라 동영상 유형과 정

보 프레이밍 간의 시너지 효과가 다를 것인지를 검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영상 유형과 정보 프레이밍이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조절 초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절 초점의 광고효과

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F=0.758,

P=0.655)다. 동영상 유형, 정보 프레이밍과 조절 초점

의 시너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851, P=

0.018). H2a, H2b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석

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이 조절 초점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성 촉진의 경우 '정보형-예방형 정보 프레이

밍'과 '오락형-촉진형 정보 프레이밍'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오

Table 6. One-way ANOVA of Advertising Effect Between Content Type and Information Framework.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46.806 1 46.806 37.918 0.000
Within Groups 392.537 318 1.234

Total 439.343 319

Table 7. One-way ANOVA Post-hoc Multiple Comparisons (LSD).

Mate Mate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C

D -.70288* .17612 .000 -1.0494 -.3564

E -.80769* .17612 .000 -1.1542 -.4612

F .01923 .17612 .913 -.3273 .3658

D

C .70288* .17612 .000 .3564 1.0494

E -.10481 .17612 .552 -.4513 .2417

F .72212* .17612 .000 .3756 1.0686

E

C .80769* .17612 .000 .4612 1.1542

D .10481 .17612 .552 -.2417 .4513

F .82692* .17612 .000 .4804 1.1734

F

C -.01923 .17612 .913 -.3658 .3273

D -.72212* .17612 .000 -1.0686 -.3756

E -.82692* .17612 .000 -1.1734 -.4804

*.The significance level of the mean difference was 0.05.

Table 8. Moderating Effects Test Results.

Moderating Effects

F Sig.

Content type 0.106 0.745

Information framework 0.223 0.637

Content type*Information framework 19.791 0.000

Regulatory Focus 0.758 0.655

Content type*Information framework*Regulatory Focus 1.85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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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형-촉진형 정보 프레이밍' 동영상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성 예방

의 경우 '정보형-예방형 정보 프레이밍'과 '오락형-

촉진형 정보 프레이밍'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고, 데

이터에 따라 '정보형-예방형 정보 프레이밍' 순으로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H2,

H2a, H2b가 모두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정보 프레이밍과 초점 조절 이론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서로 다른 동영상 유형(오

락형/정보형)과 정보 프레이밍(촉진형/예방형)이 일

치할 때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아울

러 상황 조절 초점 실험을 도입하여 실험대상을 방향

성 촉진 및 방향성 예방의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

였다. 그룹을 구분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다음에 

설문조사에 답을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사용자 생성 콘텐츠 연구를 보완

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구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기존

의 사용자가 만드는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림

과 문자에 집중되어 있어, 동영상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

존의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

였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대부분 사용자가 제

작한 콘텐츠의 질과 동기 요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의 동영상 콘텐츠 분야에 관한 연구

도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학과 커뮤니

케이션학의 문헌을 참고하여 소셜미디어에서 동영

상 콘텐츠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향후 소셜미디

어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생성하는 데 토대를 마련하

였다. 조절 초점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정보 프레

이밍과 소비자 조절 초점의 일치성에 집중하고 있는

데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동영

상 콘텐츠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즉, 사용자가 만드

는 정보 프레이밍을 보완하는 동시에 조절 초점 이론

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영상 유형과 정보 프레이밍은 모두 광고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형 동영상은 예방형 정보 프레이밍과 매칭될 경우 

광고효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오락형 동영상은 촉진형 정보 프레이밍과 

매칭될 경우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되었다. 즉, 동영상 유

형은 정보 프레이밍과 매칭된 동영상인 경우 시청자

의 동영상과 제품에 대한 더 큰 호감을 얻어낼 수 

있다. 매칭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청자는 동영상을 보

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에 의해 방해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

영상을 통해 제품을 촬영하고 싶어할 때, 기업에서 

자사 제품에 관한 내용과 정보 프레이밍이 매칭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해야 이를 통한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조절 초점은 동영상 유형과 정보 프레이밍

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데 유의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유형은 정보 프레이밍과 매

칭된 경우 방향성 촉진 수용자에게 오락-촉진형 정

보 프레이밍의 동영상은 광고효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향성 예방 수용자

에게 정보-예방형 정보 프레이밍의 동영상은 광고효

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다른 조절 초점의 영향으로 방향성 촉진 수용자

Table 9. Regulatory Effect Test Results.

Match Type Regulatory Focus
Advertising Effect

Mean Std T P

Promote
orientation

Information-oriented—Preventive
information framework

4.5519 0.72116

3.996 0
Entertainment-oriented— Promotional

information framework
3.9346 0.65909

Prevention
orientation

Information-oriented— Preventive
information framework

4.5692 1.2258

-2.798 0.006
Entertainment-oriented—Promotional

information framework
5.3962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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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요와 관심 향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락형- 촉

진 정보 프레이밍의 제품 동영상을 더 선호한다. 반

면, 방향성 예방 수용자의 경우 안전적인 수요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형-예방 정보 프레이밍의 

제품 동영상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

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람의 웹브라우

징 습관과 정서에 따라 맞는 동영상을 제공해야 소비

자들에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매칭관계 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도와 광고 집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사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동시에 소비

자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수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 동영상 광고가 넘쳐나고 있

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

러나 소비자가 제작한 동영상 광고는 대부분 조회 

수가 적고 관심도도 낮으며 타겟이 명확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셜미

디어 플랫폼이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조절 초점이 맞

는 상항에서 해당 유형의 동영상을 만들면 동영상의 

영향력과 매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매칭효과

를 증대시켜 구전의도와 구매 의도를 향상시킨다. 마

지막으로, 기술과 시장의 발달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

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서 그의 활용성과 중요

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

째, 본 연구의 실험대상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졌

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동영상 광고를 제작해 실험을 진행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다양한 동영상 광고에 따른 더 

자세한 실험없이 동영상 광고의 일반적인 형태로 실

험을 진행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이론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 광고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상황

을 반영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

또한, 기존 연구를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동영상 이

용자의 동기 차원에서 동영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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