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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매체를 

통해 광고에 노출된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나 페이스

북과 같은 SNS 이용 시 자연스럽게 동영상 광고를 접하

게 된다. 최근 들어 유튜브나 OTT 서비스와 같은 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영상 광고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영상 광고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6월 동영상 광고비는 1,173억

으로, 1월(988억) 대비 18.7%, 전년 동월(914.1억) 대비 

약 28.3% 증가하였다(Researchad, 2020, 2021). 전통

적인 TV 광고가 영상 광고에 해당되지만, 다양한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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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ad attributes on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eng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 attributes and advertising effectiveness (attitudes toward ads, continuous in-

tention to search, and e-WOM intention), and the differences in advertising effectiveness at different levels 

(low vs. high) of curiosity toward fashion video ads in the online context.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08 re-

sponses were collected from consumers who were aged 20-40 years and had viewed fashion video ads via 

PC/mobile channels in the preceding six months. The results showed that three advertising attributes, namely

informativeness, entertainment, and personaliz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ngagement. Additionally, 

engagement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ertainment and ad effectiveness.

Moreover, both informativeness and entertainmen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behavioral intention to

search and engage in e-WOM. At the high-curiosity level, engage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ad atti-

tudes and e-WOM intention. In contrast, at the low-curiosity level, entertain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WOM inten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to search.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xtend the

advertising attitude model to fashion video ads in the onlin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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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광고와 브랜드 소개 구분

이 모호한 광고가 용이해지고 소비자의 능동적인 공

유와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2017).

동영상 광고는 온라인 광고의 콘텐츠 형식(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중 영상으로 구성된 광고를 통칭한

다. 온라인 광고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IPTV 등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롤 통해 상품이나 브랜드를 전

달하는 모든 유형의 광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

넷 광고, 모바일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디지털 광고

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모두 온라인 광고에 포함된

다(Kim, 2021). 특히, 온라인 기반 광고는 데이터를 이

용하여 표적 소비자를 파악하고, 콘텐츠 사용이력이

나 구매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화된 광고 메시지를 전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거부감이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높은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Kang et al., 2019; Kim, 2021).

이처럼 동영상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차별화 요소

로 영상 콘텐츠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 이미 다양

한 산업 분야의 브랜드 마케터들은 기존의 광고형식

에서 벗어나 궁금증, 재미, 감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는 엔터테인먼트나 스토리가 있는 동영상 광고를 시

도하고 있다(Kim, 2020). 국내외 패션 브랜드들은 쇼

트폼 콘텐츠 전용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짧지만 흥미

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Han, 2020), 뮤직비디오같

이 광고 같지 않은 영상으로 젊은 세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있다(Shim, 2021). 이와 같이 미디어 콘텐츠 

광고형식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패션 

동영상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진단함으로써 효

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재조명해 볼 필

요가 있다.

온라인 광고분야의 연구들은 뉴미디어의 광고속성

이 소비자 반응이나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

힘으로써 광고효과를 예측해왔다. 온라인 광고에 초

점을 둔 연구들은 Ducoffe(1996)가 제시한 온라인 광

고모델을 기반으로 정보성, 오락성, 방해성 등의 다차

원적 광고속성을 밝히고, 광고효과(광고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등)를 규명하고 있다(Choi & Lim, 2017; 

Kang et al., 2019; Lee et al., 2015). 특히, 패션 분야에서

의 온라인 광고에 관한 연구는 온라인 패션 잡지의 광

고레이아웃(브랜드 이름의 위치, 이미지 크기, 여백 정

도)과 광고효과 분석(Hwang & Kim, 2013), 문자형 또

는 이미지형의 광고콘텐츠 형식에 따른 광고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 연구(Park et al., 2007), 온라인 라

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별 인터넷 쇼핑몰 광고유형

(고정형 배너, 리치미디어, 플로팅, 타깃 광고 등)에 대

한 태도 비교(Mun & Kim, 2014), 온라인 광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Son & Yoon, 2016)가 있으며, 패

션 브랜드 동영상 UCC 참여 동기와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와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한 연구(Lee & 

Lee,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에 

의한 광고효과, 특히 정보탐색의도, 구전의도와 같은 

행동적 반응을 예측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

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동영상 

광고를 활발히 시도하는 현시점에서 광고속성이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뉴미디어를 이용한 광고가 증가하고 광고의 

형태(문자, 이미지) 및 표현방식도 다양하게 시도되는 

만큼 기존의 광고효과를 측정하던 시청률, 클릭률, 도

달률과 같은 정량적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를 소비하

는 상황이 얼마나 연관(connection)되고 관련(relevan-

ce)되어 집중하는가와 같은 정성적 접근이 중요해졌

다(Choi et al., 2015; Chung & Jo, 2012; Kim et al., 2017). 

개인 미디어 사용의 증가로 광고노출 및 광고회피가 

증가하면서 노출빈도보다는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하

였는지와 같이, 광고가 노출되는 맥락적인 상황에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개념을 이해하고 광고효과

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광고노출 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으로써 광

고에 대한 호기심은 광고의 몰입을 유도하여 광고효

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광고메시지에 대한 궁금증은 자극에 대해 호의

적으로 반응하고, 인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

가적인 탐색행동을 위한 동기요소로 작용하기 떄문이

다(Stell & Paden, 1999).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한 호

기심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를 유발하고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치 기반 광고태도모델(Ducoffe, 

1996)을 근거로 온라인 패션 동영상 광고맥락에서 광

고속성이 인게이지먼트, 광고태도 및 행동적 반응(지

속탐색의도, 구전의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인게이

지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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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호기심 수준에 따라 광고효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고요소뿐 아니라 

인게이지먼트 및 소비자 개인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효과의 유효성을 진단함으로써, 패션 

동영상 광고맥락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확

대하고,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패션 동영상 광고커뮤

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II. 이론적배경

1. 온라인 동영상 광고속성

온라인 광고는 “인터넷이라는 통신 매체를 이용하

여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Jung, 2016, p. 187).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는 온라인 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배

너 광고, SNS 광고), 검색 광고, 동영상 광고, 리워드앱 

광고, 기타 광고로 분류하고, 이 중 동영상 광고를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온라인 TV 채널에서 자동으로 재생

되거나, 특정 콘텐츠를 재생하기 전 혹은 중간에 삽입

되는 영상 형식의 광고로 개념화하였다(KISA, 2019). 

동영상 형태의 광고는 텍스트 광고보다 20% 이상 광

고효과가 높으며 광고에 대한 인지도나 태도에 더 긍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Lee & Sohn, 2014) 

동영상 광고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광고 관련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광고의 속성은 기

업이 추구하는 광고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제

시되고 있다. 초기 Ducoffe(1995, 1996)는 소비자 관점

에서 웹 광고의 핵심 속성으로 정보성(informativeness), 

오락성(entertainment), 방해성(irritation)을 웹 광고 가

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보고 가치 기

반 광고태도모델을 구축하고, 3개의 특징적 속성은 

새로운 미디어 광고의 가치평가에 적용가능성이 있음

을 논의하였다. Lee and Sohn(2014)의 인터넷과 모바

일 광고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유용성, 신뢰성, 

오락성, 정보성, 플로우 순으로 영향력이 높음을 밝혀, 

Ducoffe(1996)가 제시한 온라인 광고에서의 오락성과 

정보성의 중요성을 지지하였다. 특히, 온라인 미디어 

환경은 이용자의 사용정보나 검색기록을 바탕으로 고

객에게 맞춤화된 광고를 선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고객의 사용상황에 더욱 적합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Kang et al., 2019; Kim et al., 2018). 기업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용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검색정보, 

사이트 방문기록, 구매정보 등 개인별 특성 파악이 용

이해지면서 온라인 기반 짧은 동영상 광고 역시 시청

자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개인화 마

케팅이 가능해졌다(LG CNS Entrue Consulting CX St-

rategy Group,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미

디어 채널과 동영상 광고특성을 고려한 정보성, 오락

성, 개인화를 초점으로 온라인 패션 동영상 광고의 속

성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1) 정보성(Informativeness)

광고의 주요 목적이 브랜드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

리고 구매를 자극하는 것인 만큼 광고에서의 정보력

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성은 광고에 노출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지각 정도로 정의된다(Choi & Lim, 2017; Kang et 

al., 2019). 온라인 광고맥락에서 정보성은 소비자의 

구매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광고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Ducoffe, 

1996).

온라인 광고 연구에서 정보성은 광고의 핵심 기능

으로 소비자의 광고태도뿐만 아니라 구매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광고효과의 중

요한 변수로 예측되어 왔다(Choi & Lim, 2017; Kang et 

al., 2019; Kim et al., 2018). 예를 들면, 모바일 광고에서 

정보성은 구매시점에 적극적인 정보처리를 하도록 유

도하고 이해도를 향상시켜,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형성한다(Kang et al., 2019). 이를 지지하는 Choi 

and Lim(2017)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광고유

형 중 문자 형태의 광고보다 웹(web)이나 앱(app) 형태

의 광고가 정보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보성은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하

였다.

 

2) 오락성(Entertainment)

기존의 광고에 비해 멀티미디어적 요소가 가미된 

동영상 광고의 대표적인 특징은 주목을 끌 수 있는 오

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감성적 체험 측면에서 광

고의 오락성은 재미, 흥미, 호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크리에이티브 요소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참여하

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Huang & Cappel, 2005).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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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광고의 오락적 요소는 소비자에게 광고에 대한 

집중, 몰입감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광고태

도, 만족도, 구매의도 등 긍정적인 광고효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진 바이다(Ducoffe, 1996; Kang 

et al., 2019; Müller-Stewens et al., 2017; Yang et al., 

2017). 온라인 맥락에서 광고의 오락적 요소는 고객의 

즐거움이나 감정 해소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으며, 광고의 가치에 정보성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호의적인 광고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Ducoffe, 1996). 광고유형과 관련하여 Kim and 

Lee(2017)는 텍스트 유형의 광고보다 이미지 유형의 

광고선호 성향이 높을수록 오락적 가치를 더 높게 평

가하고, 궁극적으로 광고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의 오락성은 광고에 대한 재

미, 유쾌함과 같은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이 광고로 전

이되어(Lee, 2018), 광고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및 광고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3) 개인화(Personalization)

개인화는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소비자 특성을 파

악하여 관련성이 높거나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 개인화’와, 소비자 관점에서 제공된 메시지가 

얼마나 개인에게 적합하게 차별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지각하는지의 ‘지각된 개인화’로 구분할 수 있다(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광고메시지가 이용자의 개

인적 상황에 적합하게 맞춤화된 광고를 제공받았다

고 지각하는 주관적 관점의 개인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온라인 광고 연구를 살펴보면, 미디어 특성이 반영

된 개인화 속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논의되었다. Kang 

et al.(2019)은 모바일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광고를 대

상으로 모바일 미디어 특성(정보성, 개인화)과 광고 

자체 특성(오락성, 생동감)을 동시에 고려한 4개 속성

이 모두 인게이이지먼트에 정적 효과를 보였고, 개인

화 속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미

디어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 및 메시지를 소비

자들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집중 및 몰입

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Kim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요

소로 지각된 개인화가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온라

인 맞춤형 광고 수용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Lee et al.(2015)도 모바일 광고속성으로 개인화를 

포함하여 광고태도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와 같이,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고객에게 맞춤화

된 광고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

상 광고에 대한 개인화 지각은 호의적인 광고태도 및 

행동적 반응을 이끄는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동영상 광고속

성으로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정보성, 오락성, 개인화의 3개 차원을 포함하였

다. 정보성, 오락성은 광고유형에 의한 차별적 광고요

소로 나타나는 특성에 비해, 개인화는 광고매체 특성

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패션 동영상 광고

노출 상황에서 감성 체험이나 몰입 등 인게이지먼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광고 인게이지먼트

소비자가 많은 광고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광고회

피 현상도 증가하면서, 온라인 미디어 기반 특정 콘텐

츠를 재생하기 전 혹은 중간에 삽입된 영상 광고는 광

고노출 맥락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자주 “노출”되었

는지보다 광고에 얼마나 “집중” 혹은 “몰입”하였는지

가 광고효과 평가에 더 중요할 것이다. 광고분야에서 

인게이지먼트는 연구맥락에 따라 미디어, 광고, 또는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로 구분되지만 광고효과 측면에

서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Choi et al., 2015; 

Han & Moon, 2013; Voorveld et al., 2018).

인게이지먼트는 맥락적 상황에 근거하여 어떤 대상

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정성적 차원에서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다(Brodie et al., 2011; Calder et al., 

2016). 광고 인게이지먼트는 소비자가 지각한 경험, 몰

입, 이해, 흥미, 관련성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Han, 2013; Kim & 

Rhee, 2017; Lee, 2018). Choi et al.(2015)은 인게이지

먼트를 소비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친근감

이나 흥미성에 따른 반응상태로 보고, 광고콘텐츠의 

설득적 특성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련성, 메시

지에 대한 몰입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

털 스토리텔링 광고를 광고콘텐츠(메시지, 캐릭터, 

스토리)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인게이지먼트, 광고매

체에 대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광고에 나타난 브랜

드/제품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브랜드 인게이지먼

트 차원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지지하는 K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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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은 게임요소를 적용한 모바일 기반 게이미피케

이션 동영상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 요소의 설득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게이지먼트를 광고콘

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몰입, 및 광고브랜드와의 

관련성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크리

에이티브 콘텐츠와의 관련성(Choi et al., 2015; Han & 

Moon, 2013)에 초점을 두고, 광고 인게이지먼트를 온

라인 동영상 광고노출 맥락에서 광고에 얼마나 흥미, 

몰입, 집중하는지로 개념화하였다.

인게이지먼트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각된 광고

속성과 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며(Kang et al., 2019), 

또한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전의도나 정보탐색과 

같은 행동적 반응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다(Chung & 

Jo, 2012; Kang et al., 2019; Kim et al., 2017; Lee & Han, 

2014).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높을수

록 광고기억률이 높고 긍정적인 브랜드태도를 갖는 경

향을 보인다(Chung & Jo, 2012). Han and Moon(2013)

은 방송 프로그램 전후 15초 광고를 대상으로 크리에

이티브 인게이지먼트, 광고모델 인게이지먼트, 브랜

드 인게이지먼트로 구성하고, 구성요인 중 광고모델

과 크리에이티브 인게이지먼트 요인이 광고태도 및 

구매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인게이지

먼트는 유희적(hedonic) 경험에 중요한 개념으로 광

고(자극)를 좋아할수록 혹은 관련성이 높을수록 광고

에 대한 접근행동(approach behavior)을 이끌고(Kim et 

al., 2017), 능동적인 정보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Bang et al., 2018).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인게이지

먼트는 동영상 광고속성과 광고효과 사이에서 매개변

수로서 광고의 유효성 평가에 활용되는 중요한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패션 동

영상 광고맥락에서 광고의 다양한 속성에 따라 파생

되는 인게이지먼트는 광고태도 및 행동 변화를 이끌 

것으로 사료된다.

 

3. 온라인 동영상 광고효과

광고를 통해 기업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기대효

과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나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구매행동을 이끄는 것이다. 광고효

과로써 광고속성과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

와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으나(Ducoffe, 1996; Lee & 

Sohn, 2014),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광고에 대한 의

견을 표명(좋아요, 댓글) 혹은 공유하는 온라인 구전

의도나 광고를 본 후 바로 추가 검색을 하는 탐색행동 

또한 광고효과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Gre-

wal et al., 2016; Rodgers & Thorson, 2000).

온라인 환경에서는 AISAS 모델이 제시하는 바와 같

이 소비자가 광고에 노출되면 제품 검색이나 인터넷 

서핑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SNS에 정보를 직접 공유

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search)

과 공유(share) 단계가 중요하다(Kim & Park, 2016; Koo, 

2011). 따라서 온라인 동영상 광고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광고태도 이외에도 탐색의도와 온라인 구전행

동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 채널의 특성이 반영된 소비

자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고노출 맥락에서 지속탐색의도는 광고를 본 후 

광고를 클릭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추가로 정보

를 검색하고자 탐색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이러한 광고노출 후 소비자의 즉각적이고 능

동적인 정보탐색행동은 실질적인 구매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광고효과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Chung & 

Jo, 2012; Kim et al., 2017). 특히 동영상 광고와 관련하

여 TV 광고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7)의 연구에

서 인게이지먼트가 광고태도 및 구전효과, 정보탐색, 

구매의도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성공적

인 광고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와의 관계에 달려있으

며, 호의적인 광고태도와 행동을 이끄는데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지지하는 Chung and Jo(2012)

는 동영상앱 광고를 대상으로 구매행동적 의향을 광

고를 클릭할 의향, 광고 속 제품의 정보 추가 의향, 제

품 구매의향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고, 미디어 인

게이지먼트가 높은 집단에서 구매행동적 의향이 높아

짐을 밝혔다.

또한, 온라인 구전의도는 광고를 경험한 후 이용자

가 온라인상에 의견을 제시, 공유, 전달, 추천하려는 

의도로 정의된다. Han(2013)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쳐 공

유의도를 이끄는 관계모델을 밝힘으로써 인터랙티브

한 미디어 광고는 브랜드 경험 및 정서를 공유하여 장

기적으로 브랜드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논

의하였다. Lee and Han(2014)의 연구에서는 SNS에 대

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매개로 온라인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인게이지먼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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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논의하였

다. Choi et al.(2015)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광고를 중

심으로 인게이지먼트 구성요소(크리에이티트, 미디

어, 브랜드)가 공감을 매개로 온라인 구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 인게이지먼트가 자발적으로 타인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구전행동의 선행요인임을 제시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동

영상 광고에 노출된 후 광고 관련 정보를 추가 검색하

고자 하는 지속탐색의도와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공

유하는 온라인 구전의도를 광고효과를 평가할 수 있

는 중요한 변수로 포함하며, 인게이먼트에 의해 동영

상 광고에 대한 행동적 반응의도를 이끌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4. 호기심에 따른 광고효과 비교

온라인 광고 이용자 인식조사에 의하면(KISA, 2019), 

동영상 광고는 다른 유형의 광고에 비해 비교적 흥미

를 유발시키는 콘텐츠를 포함하며, 5초(34.0%)나 10초

(28.4%)의 짧은 동영상 광고의 경우 허용할 의사가 상

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었다. 동영상 광고는 짧은 시

간 안에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켜야하기 때문에, 궁금

증을 유발하거나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기심은 개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인지적 욕구 

해소를 위해 더 탐색해보고 조사하는 등 특정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로 정의된다(Stell & Paden, 1999).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내적 동기로, 새로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느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

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Menon & So-

man, 2002; Sung et al., 2009). 소비자는 온라인 활동 중

에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지만,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같

은 광고에 느끼는 호기심 정도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자극에 대한 감정이나 탐색행동에 차이를 나타낸다.

소비자는 호기심 정도에 따라 같은 자극에도 다르

게 반응하기 때문에, 같은 광고에 노출되더라도 정보

탐색 혹은 지식 습득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Menon & Soman, 2002). 예를 들면, 카달로그 쇼핑에

서 익숙하지 않거나 흥미가 없는 상품군이더라도 소

비자의 호기심이 높을수록 쇼핑 시 정보탐색을 더 많

이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Stell & Paden, 1999). 특

히, 온라인 쇼핑 환경 요소에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갖

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데(Koo & Ju, 

2010), 이를 지지하는 Kim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는 정보탐색이나 웹사이트 방

문과 같은 효과적인 행동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Lee and Lee(2018)의 연구에서도 호기심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단순하고 미니멀한 모바일 기

기 디자인이 인지적 갈등을 자극하고 도전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놀이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더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냄을 밝혀, 호기심과 같은 개

인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에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비록 호기심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패션 광

고 반응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선행연구를 통

해 호기심 수준에 따라 광고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

로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온라인 맥락에서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 

인게이지먼트, 태도 및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를 밝힘

으로써 광고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이 인게이지먼

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2.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이 광고태도와 

행동의도(지속탐색의도, 온라인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게이지먼

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연구문제 3. 소비자의 호기심 수준(고/저)에 따른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과 인게이지먼

트가 광고태도와 행동의도(지속탐색

의도,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한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패션 동영상 광고를 PC나 모바일 기

기를 이용하여 패션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정보가 영상 광고로 고객에게 전달된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으로 정의하였다.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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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본 연구맥락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된 질문지

를 사용하였으며, 내용구성은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 

인게이지먼트, 광고효과, 호기심 변수를 측정하는 문

항을 포함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광고속성 문항은 온라인/모바일 광고속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Choi & Lim, 2017; Kang et al., 2019; Kim 

et al., 2018; Lee et al., 2015)를 바탕으로 정보성 4문항, 

오락성 4문항, 개인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게이

지먼트는 광고콘텐츠에 대한 감동, 관련성을 기반으

로 하여 Kang et al.(2019), Choi et al.(2015)에서 사용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광고효과에는 광고태도 4문

항(Kang et al., 2019; Lee, 2018), 지속탐색의도 4문항

(Chung & Jo, 2012; Kim et al., 2017), 온라인 구전의도 

4문항(Choi et al., 2015)으로 구성하였다. 호기심은 Stell 

and Paden(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본 연구

에 적합한 5문항(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흥미롭

고 신나는 일이다, 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

아한다, 나는 궁금한 것이 많은 편이다, 나는 새로운 것

을 탐험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호기심이 많다)으로 구

성하였다. 공통성이 낮은 첫 번째 문항을 제거하고, 총 

4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요인으로 도출되

었다(분산설명력 67.32%, α=.84).

자료수집에는 최근 6개월 동안 PC나 모바일을 통

해 패션 동영상 광고를 본 응답자만이 본 연구에 참여

하게 하였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

를 바탕으로 광고 관련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

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소득, 직업 

등) 및 인터넷 활동(PC/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 

시간, SNS 이용 시간, 모바일 패션 쇼핑앱 접속빈도 및 

구매빈도 등) 문항이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패션 동영상 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 20~4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측정 문

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2020년 11월에 최종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단

계에서 동영상 광고의 정의를 “유튜브, TV 사이트에

서 동영상을 재생할 때 보이는 동영상 형태의 광고”, 

“SNS 이용 중 다른 게시물을 보기 위해 스크롤을 아래

로 내릴 경우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면서 나오는 

광고 또는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재생하였을 때 

자동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광고”(KISA, 2019, p. 20)

로 먼저 소개하고, 패션 동영상 광고를 본 채널, 브랜

드, 제품군 및 메시지 유형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광고채널로는 Researchad(2020)가 발표한 대

표적인 동영상 광고매체를 토대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방송

앱(KBS, SBS, iMBC, 곰TV, 티빙, 웨이브 등)으로 구

성하였다.

PC/모바일을 통해 패션 동영상 광고를 본 적이 없거

나, 브랜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08명의 응답 자료가 최

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시 할당표본추출을 하

여 성별, 연령별로 표본이 균등하게 분포하였다(Table 

1). 패션 광고를 자주 접하는 채널로는 PC/모바일(49.2%)

Variables Category N (%)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202 (49.5)

Age

20-29 135 (33.1)

30-39 134 (32.8)
Female 206 (50.5)

40-49 139 (34.1)

Internet usage 

hours per day 

Less than 1 hours   7 (11.7)

SNS usage 

hours per day 

Less than 1 hours 163 (40.0)

1-3 hours 132 (32.4) 1-3 hours 181 (44.4)

3-5 hours 124 (30.4) 3-5 hours 41 (10.0)

More than 5 hours 145 (35.5) More than 5 hours 23 (15.6)

Frequency of 

access to 

fashion 

shopping apps

More than 4 times per week 182 (44.6)
Frequency of 

purchase at 

fashion 

shopping apps

More than 4 times per week 36 (18.8)

1-3 times per week 138 (33.8) 1-3 times per week 95 (23.3)

2-3 times per month  52 (12.7) 2-3 times per month 107 (26.2)

Less than 1 time per month  36 (18.8) Less than 1 time per month 170 (41.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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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았고, TV 방송(29.3%), 인쇄매체(12.7%), 

옥외 광고(8.8%) 순으로 나타났다. PC/모바일 채널에

서는 유튜브(30.1%), 포털사이트(25.8%), 인스타그램

(20.9%), 페이스북(11.7%), 방송앱(8.6%), 틱톡(2.8%) 

순으로 복수 응답하였다. 동영상 패션 광고 이용행동

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동영상 광고 브랜

드로는 총 94개가 포함되었으며(무신사 n=103, K2 n= 

24, 나이키 n=23, 유니클로 n=18, 네파 n=12 등), 유튜

브(55.4%) 채널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IV. 연구결과및논의

1.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 및 광고효과 변수의 요

인분석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의 하위 차원을 도출하기 위

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배리맥스회전에 의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성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정보성 2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정보성, 오락성, 개인화의 3개 요인이 도출

되었다. 개인화 문항 중 나의 필요나 상황에 적합한 광

고를 제공한다는 2문항과 정보의 유용성 문항들은 

‘정보성’ 요인으로 도출되어, 개인의 욕구해소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개 요인은 전

체분산의 78.22%를 설명하고 있으며(KMO=.94, Bar-

tlett's test=2915.81, p=.000) Cronbach's α값은 정보성 

.89, 오락성 .90, 개인화 .81로 나타나 패션 동영상 광고

속성의 측정 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신뢰도가 수

용할 만한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라인 패션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인게이지먼

트, 광고태도, 지속탐색의도, 온라인 구전의도의 측정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

한 요인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게이지먼

트 1문항, 태도 2문항, 구전의도 1문항이 순차적으로 

제거되었고, 최종 네 요인에 의한 전체분산 설명력은 

81.22%이며(KMO=.93, Bartlett's test=3453.61, p=.000),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80~.91로 수용할 만한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2. 광고속성이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

먼저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이 인게이지먼트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

ble 4). 광고속성의 3개 요인(정보성, 오락성, 개인화)을 

독립변수로, 광고 인게이지먼트를 종속변수로 회귀

분석한 결과, 광고속성의 3개 요인 모두 인게이지먼트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F=283.39, 

p<.001; Adj. R2=.675).

구체적으로 광고속성 중 오락성이 광고 인게이지먼

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β=.58, p<.001), 정보성

(β=.20, p<.001), 개인화(β=.11, p<.05)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동영상 광고 노출 시 온라인 미디어 

특성 및 오락적 콘텐츠가 광고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인게이지먼트의 선행변수임을 제시한 선행연구들과 

Factors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Informativeness 

This ad provides me relevant information. .82

3.08
30.82

(30.82)
.89

This ad contains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77

This video ad provides me with customized information. .64

This ad presents the information I need. .77

Entertainment 

This video ad provides me pleasure. .76

3.01
30.06

(60.88)
.90

This ad is interesting to me. .77

This video ad is entertaining. .80

I enjoy watching this video ad. .80

Personalization
This video ad seems to be personalized to my needs. .62

1.73
17.34

(78.22)
.81

I feel that the message presented in the ad is for me. .78

Table 2. Factor analysis of advertising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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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Kang et al., 2019; Lee, 2018; Noor et al., 

2019). 특히, 패션 동영상 광고의 경우, 오락성은 광고

의 크리에이티브 요소로써 광고에 대한 몰입을 증가

시키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면서

(Huang & Cappel, 2005; Müller-Stewens et al., 2017; 

Yang et al., 2017), 감정적 체험과 연관된 동영상 광고

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 인게이지먼트, 광고태

도와의 관계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서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델의 다중공선

성 검증을 위해 Seong(200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공

차(0.1 이상), VIF값(10 미만), 잔차 간 독립성 검증을 

위한 Durbin-Watson 지수(2에 근접하면 독립적) 조건

을 만족할 때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먼저, 1단계 회귀모델은 광고속성 3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2단계 회귀모델에서는 광고속성 요인

과 인게이지먼트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광고

태도를 예측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광고속성 3개 요인

이 투입된 1단계 모델에서는 오락성이 광고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게이지먼

트가 함께 투입된 2단계 모델에서는 오락성과 인게이

지먼트가 광고태도에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

다. 매개효과는 표준화 계수의 변화로 검정이 가능한

Factors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Engagement
The message in the advertisement seems to make me feel good. .63

1.91
15.95

(15.95)
.80

The message in the advertisement is impressive to me. .84

Attitude 

toward ad

I like this video advertisement. .85
2.06

17.14

(33.09)
.89

I am pleased when I see the ad. .84

 Intention to 

continuous 

search

I am willing to click on “View Details” of the ad. .71

2.99
24.89

(57.98)
.91

I like to get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in the ad. .78

I want to seek more information about the advertisement. .69

I intend to visit the website to learn about the products in the ad. .84

Intention to 

e-WOM

I have an intention to share the content of the ad with others on-

line. 
.76

2.79
23.23

(81.22)
.88

I intend to participate in online activities (likes, comments) 

when I see the ad. 
.80

I am willing to inform other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or product presented in this ad. 
.63

Table 3. Factor analysis of engagement and advertising effectiveness variables

Ad attributes
Engagement

β t p

Informativeness .20 14.191 .000

Entertainment .58 13.641 .000

Personalization .11 12.251 .025

F 283.391

Adjusted R2 11.675

Table 4. Effects of advertising attributes on engagement in fashion video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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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Cho et al., 2015; Song, 2015), 모델 1에서 유의한 오

락성의 표준화 회귀계수(β=.66, p<.001)가 인게이지

먼트가 투입된 2단계 모델에서는 오락성의 효과가 감

소하였다(β=.59, p<.001). 또한, 1단계 회귀모델과 인

게이지먼트가 투입된 2단계 회귀모델의 F 변화량(F 

Change=4.91,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Table 4>의 광고속성 3개 요인이 인게이지

먼트에 모두 유의한 효과를 고려할 때, 광고속성과 광

고태도의 관계에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태도의 회귀모델에서는 광고속성 중 오락성과 

인게이지먼트가 광고태도에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

타나(F=143.10, p<.001), 패션 동영상 광고의 재미있

고 흥미로운 크리에이티브 요소의 오락성이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정보성, 오락성, 개인화 등의 모바일 광고요소가 

광고태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선행연구 

결과(Lee et al., 2015)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오락성

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광고의 재미, 즐거움과 

같은 콘텐츠의 오락적 요소가 패션 동영상 광고에 대

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

적 속성임을 시사한다. 한편,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 중 

정보성과 개인화는 광고태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

이지 않지만 인게이지먼트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패션 동영상 광고에 대한 지속탐색의도와 온

라인 구전의도

1) 지속탐색의도의 회귀모델

지속탐색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 회귀모델과 2단계 회귀모델

의 F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Change=6.98, 

p<.01). 1단계 회귀모델에서 3개의 광고속성의 표준

화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6). 광고속성의 영향력은 인게이지먼트가 투입된 모델 

2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며, 인게이지먼트(β=.14, p<.01) 또한 

지속탐색의도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광고속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속탐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model 1 Regression model 2

β t β t

Informativeness .07 11.34 .05 11.86

Entertainment .66 13.67*** .59 10.12***

Personalization .06 11.12 .05 11.87

Engagement .13 12.23*

F 187.34*** 143.10***

Adjusted R2 143.579 14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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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Regression model of attitudes toward fashion video ads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model 1 Regression model 2

β t β t

Informativeness .41 8.26*** .39 7.61***

Entertainment .32 7.19*** .24 4.51***

Personalization .15 2.80** .13 2.51*

Engagement .14 2.64**

F 244.28*** 187.67***

Adjusted R2 143.642 1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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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Regression model of intention to continuous search in fashion video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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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게이지먼트의 부분매

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 동영상 광고에 있어서, 정보성, 오락성, 개인화 

속성 모두 직접적으로 지속탐색의도를 촉진하며, 인

게이지먼트에 의해 간접적으로 탐색의도를 증가시키

고 있다. 특히 정보성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

며(β=.39, p<.001), 그다음으로 오락성(β=.24, p<.001), 

개인화(β=.13, p<.05)로 나타났다. 한편, 광고 인게이

지먼트의 영향력은 광고속성의 영향력에 비해 다소 

미약한 편이다. 이는 온라인 패션 동영상 광고맥락에

서 지속탐색의도를 유도하는데 온라인 미디어 특성이 

반영된 광고속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광고에 비자발적 노출 상황일지라도 패

션 동영상 광고 메시지의 정보성, 흥미요소, 또는 맞춤

화된 콘텐츠 제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세보기나 관

련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하여 구매로 전환시킬 수 있

음을 함축하고 있다.

 

2) 온라인 구전의도의 회귀모델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구전의도의 

회귀모델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델 1에서는 정보성과 

오락성이 구전의도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

며, 인게이지먼트가 독립변수로 투입된 2단계 회귀

모델에서 인게이지먼트는 구전의도에 유의한 직접효

과(β=.27, p<.001)를 보이며, 정보성(β=.34, p<.001)과 

오락성(β=.27, p<.001)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만 감

소하는 경향이다. 한편, 광고속성의 개인화는 인게이

지먼트를 매개로 온라인 구전의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회귀모델과 2단계 회귀모델

의 F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Change= 

30.85, p<.001). 따라서, 패션 동영상 광고맥락에서 광

고속성이 온라인 구전의도를 이끄는데 인게이지먼트

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인게이지먼트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밝힌 선행연구(Choi et al., 2015; Lee & Han, 2014)

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특히 패션 동영상 

광고의 경우,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개인화 요소보다

는 정보력 있는 콘텐츠와 오락적 요소의 크리에이티

브한 광고특성 자체가 광고에 대한 공유 및 추천의도

를 증가시키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호기심 수준에 따른 광고효과 비교

호기심 수준에 따라 광고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

해 응답자의 호기심 평균값(M=3.69)을 기준으로 호기

심이 높은 집단(n=226, M=4.15)과 낮은 집단(n=182, 

M=3.13)으로 분류하였고,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28.32, p<.001).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고속성과 인게이

지먼트가 광고태도, 탐색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 호기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광고태도에서

는 호기심 수준의 두 집단(고/저)에서 모두 오락성이 

광고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게이지

먼트는 호기심이 높은 집단에서만 유의한 효과(β=.18, 

p<.05)를 보임으로써 호기심이 높은 경우, 인게이지먼

트가 광고태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기심이 높을 경우 제품에 몰입하여 즐겁게 사

용하는 놀이성을 매개로 소비자 태도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며(Lee & Lee, 2018), 호기

심 수준에 따라 인게이지먼트가 호의적인 광고태도를 

형성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model 1 Regression model 2

β t β t

Informativeness .40 8.22*** .34 7.20***

Entertainment .43 9.97*** .27 5.43***

Personalization .08 1.58 .05 1.01

Engagement .27 5.55***

F 278.25*** 231.81***

Adjusted R2 143.671 143.694

***p<.001

Table 7. Regression model of intention to e-WOM for fashion video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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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탐색의도에 대한 회귀모델의 경우, 호기심 낮

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모두 정보성과 오락성이 유

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회귀계수 영향력의 차이를 검

증했을 때 오락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t=‒1.85, 

p<.05), 호기심이 낮은 경우 오락성이 탐색의도에 상

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

인화 요인은 호기심이 높은 집단에서만 지속탐색의도

에 유의한 영향(β=.17, p<.05)을 나타냈다. 이는 새로

운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호기심 욕구가 지적 갈등을 

유발하여 정보수집을 통해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해

소한다는 관점과 같이(Stell & Paden, 1999), 개인의 필

요에 적합한 광고내용이나 자신만을 위한 광고로 지

각될 경우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속적인 정보탐색행동

을 이끄는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구전의도의 회귀모델을 살펴보면, 호기심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정보성, 오락성 및 인게

이지먼트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기심 수준에 따른 예측변인의 회귀계수 영향

력의 차이를 비교해볼 때, 오락성은 호기심이 낮은 집

단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인 반면(L: β=.41, p<.001, H: β

=.20, p<.01, t=‒2.18, p<.05), 인게이지먼트는 호기심

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효과를 보여(L: β=.16, p<.05, 

H: β=.34, p<.001, t=1.80, p<.05) 호기심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호기심 

수준에 따라 패션 동영상 광고의 오락성, 또는 인게이

지먼트에 의한 광고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호기심이 높을수록 환경에 몰입, 주목

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는 관점을 지지하면서

(Koo & Ju, 2010), 호기심이 높을 경우 인게이지먼트

가 긍정적인 온라인 구전행동을 촉진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호기심이 낮은 경

우, 동영상 광고의 속성 중 특히 재미나 오락적 요소가 

온라인 구전의도를 유도함으로써 패션 동영상 광고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행동반응을 이끄는데 매

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맥락에서 제시한 가치 기반 광고

태도모델(Ducoffe, 1996)을 바탕으로 패션 동영상 광

고속성, 인게이지먼트, 광고효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밝히고, 호기심 수준에 따

른 광고효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온라

인 동영상 광고의 맥락적 상황에서 광고 인게이지먼

트 개념을 패션 광고에 적용하여 광고에 대한 이용자

의 감동, 관련성을 측정하고, 광고효과를 예측하는데 

Groups
Independent 

variables 

Attitudes 

toward ads

Intention to  

continuous search

Intention to

 e-WOM

β t β t β t

Low 

curiosity

Informativeness .05 6.58 .35 5.11*** .31 4.56***

Entertainment .56 6.33*** .33 4.63*** .41 5.76***

Personalization .09 1.03 .11 1.56 .05 6.78

Engagement .03 6.32 .13 1.93 .16 2.46*

F 38.78*** 83.23*** 88.29***

Adjusted R2 .455 .645 .659

High 

curiosity

Informativeness .04 6.50 .41 5.75*** .35 5.36***

Entertainment .58 7.45*** .15 2.01* .20 2.83**

Personalization .03 6.42 .17 2.28* .05 6.68

Engagement .18 2.36* .15 1.96 .34 4.97***

F 94.86*** 103.92*** 139.36***

Adjusted R2 .625 4.647 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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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Regression models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by level of curiosity



패션 동영상 광고속성과 인게이지먼트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 29 –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한 온라인 미디어 특성상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광고

내용을 추가로 탐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 혹은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광고효과를 알 수 있는 비교

적 즉각적인 반응이므로, 광고태도와 함께 지속탐색

의도와 온라인 구전의도를 포함하여 패션 동영상 광

고효과모델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패션 동영상 광고맥락에서 정보성, 오락

성, 개인화의 광고속성 모두 인게이지먼트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인게이지먼트는 광

고속성이 광고태도 및 행동의도(지속탐색의도, 온라

인 구전의도)를 증가시키는데 부분적으로 매개효과

를 보이고 있다. 한편 패션 동영상 광고에 있어서 오락

성은 인게이지먼트와 광고효과에 높은 영향력을 보

임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광고에서 오락적 가치의 중

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Kim & Lee, 2017)를 지지한

다. 이미지 중심의 패션 동영상 광고의 경우 콘텐츠 크

리에이티브 기반 오락성이 광고효과를 높이는데 핵심

적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속성 중 정보성은 

지속탐색의도나 온라인 구전의도와 같은 행동적 측면

의 광고효과에 기여하였다. 짧은 동영상 광고라도 고

객의 니즈에 적합하고 유익한 정보가 어느 정도 내포

되어야 추가로 검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공유, 전달할 동기가 자극됨을 시사한다.

패션 동영상 광고에서 개인화 요소는 다른 광고속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았다. 그러나 나에

게 맞춰진 광고라 느껴질수록 광고에 대한 인게이지

먼트를 증가시키고 있는 결과를 고려할 때, 개인화 속

성은 인게이지먼트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광고태도나 

온라인 구전의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패

션 동영상 광고에 있어서, 인게이지먼트는 광고태도, 

지속탐색의도, 온라인 구전의도에 모두 유의한 설명

력을 나타내어 광고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Choi et al., 2015; Chung & 

Jo, 2012; Han & Moon, 2013; Kang et al., 2019; Kim et 

al., 2017). 한편, 광고속성 중 개인화 요소는 다른 속성

에 비해 동영상 광고효과를 파악하는데 영향력이 낮

게 나타났다. 이는 1인 미디어 사용의 증가로 기업이 

실제 맞춤화된 광고를 제시하더라도 이용자는 많은 

광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다는 Kim and Rhee(2017)의 지적이 뒷받

침해준다.

한편, 개인적 특성으로써 호기심 수준에 따라 비교

한 결과 광고효과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호기

심이 높은 집단에서 인게이지먼트는 광고태도와 온라

인 구전의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즉, 호기심이 

높을수록 새로운 자극에 주목하고 지적 호기심을 해

소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떄문에(Menon & Soman, 

2002; Sung et al., 2009), 인게이지먼트가 호의적인 광

고태도나 구전의도를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호기심이 낮은 집단의 경우 광고의 오락성은 

지속탐색의도나 온라인 구전의도와 같은 행동적 반응

에 미치는 영향력이 호기심이 높은 집단에 비해 더 크

게 나타나, 광고의 재미, 즐거움 요소를 통해 광고효과

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성은 행동적 반

응을 유도하는데 호기심 수준에 관계없이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패션 동영상 광고의 정보제공 측면은 핵

심 기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짧은 동영상 광고

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탐색을 유도하거나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의 욕구에 적합한 정보가 어느 정도 내포되는 광고콘

텐츠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Ducoffe(1996)의 인터넷 광고모델을 패

션 산업에 적용, 연구의 범위를 패션 동영상 광고로 확

대 적용하여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는데 학술적 의의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동영상 광고가 패션 산

업에서 중요한 프로모션 믹스 요소 중 하나로써, 소비

자의 온라인 의사결정과정을 고려하여 패션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광고속성의 

차별적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광고효과를 높

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광고의 속성으로 3가지 속성

만을 포함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패션 동영상 광

고의 상호작용성, 생동감, 신뢰성, 유행성과 같은 광고

속성을 추가하여 광고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다양한 패션 

광고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는 실제 동영상 광고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조작하여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광고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판단

함으로써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

아가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광고효과모델을 확대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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