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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언택트 시대의 소비유형의 변화로 SNS 및 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유형의 광고가 확대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광고 유형에 따른 소비

자 인식연구에서 광고요소와 광고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관심도 및 호감도를 실증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 광고는 관심이 높을수록, 여

성이 남성보다 구매 빈도 및 만족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광고요소는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사진, 리뷰를 중

요하게 생각하고, 광고유형은 직관적인 텍스트 중심, 리뷰, 제품사진 중심의 광고에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광고표현에 있

어 신뢰도가 포함된 정량적 수치의 텍스트와 사용후기,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광고를 선호하고, 리뷰중심의 광

고는 50대 이상과 주부들에게 높은 호감을,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직관적 텍스트 중심 광고에 호감을 보이고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인스타그램은 10대들에게는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관심 분야는 패션, 푸드, 뷰티의 순으로 나

타났다. 남성은 자동차, 여성은 패션에 관심이 높으며, 10대는 패션과 영화, 20-30대는 패션, 40대는 여행과 푸드, 50대 이상에서 푸드

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SNS광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소비자들에게 관심과 신뢰가 높은 SNS 광고 제작

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With the transition of consumption patterns in the ‘Untact Era’, various types of advertisement have been widely expanded in SNS and 

portal sites. Through an empirical research on consumer’s perceptions based on Instagram advertising formats, we analyzed the level 

of interest and favorability. Women tend to have higher purchasing frequency,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than men. People with a high 

level of interest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frequency,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Instagram ads consider typography, illustration, 

photo, and product review as important factors. Types of advertising formats are mostly focused on intuitive text, product review, and 

photo. Consumers have a higher preference for reliable quantitative data and reviews. Furthermore, advertisement that visually 

expresses brand image is preferred. Advertisement based on reviews are preferred in the housewives and over 50s. People with 

post-graduate degrees showed high preferences in intuitive text advertisement. Teenagers tend to have a low level of interest in using 

Instagram. The main fields of interest on Instagram are fashion, food, and beauty in order. Men tend to choose a car as a major interest, 

women choose fashion. Fashion and movies are preferred in teenagers. Their 20s and 30s showed high preferences in fashion. Travel 

and food are preferred in 40s. Food is preferred in over 50s. We expect that the results presented 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SNS advertisement and will help to vitalize the reliable SNS advertisemen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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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스타그램(Instagram)은 2021년 10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다(statista, 2021)[1] ‘이미지 기반’의 인스타그램은 선 이미지, 후 문자(image first, text second)라

고 표현될 만큼 강력한 시각 지향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2]. 2021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쇼핑하는 소비자가 트렌드라고 할 만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광고들이 소개되고 있다. 단순하고 일방적인 광고 디자인에서 벗어나 각 제품의 소비층을 겨냥한 맞

춤형 광고 디자인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광고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는 제품의 

소비층이 요구하는 바를 광고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광고 유형별 소비자 실증분석은 SNS 이용

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고 제작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광고유형에 따른 소비자 인식 연구를 위한 실증분석으로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고, 독립표본 t-검정, 상관분석, 분산분석,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3].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인스타그램 광고요소 

및 광고유형별 관심도, 호감도 등에 관한 분석결과는 SNS 광고 제작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스타그램 개념 및 기능

인스타그램은 즉석 카메라(Instant Camera)와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Capturing 

and sharing the world’s moments)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케빈 시스트롬(Kevin Systrom) 과 맥 크리거(Mack Krieger)가 공동으

로 설립한 온라인 사진 공유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4]. 3세대 SNS라고 불리는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은 2010년 처음 

등장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와는 달리 게시글 작성 시 텍스트가 필수 입력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보다 빠르게 많은 

사진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특징과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공유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사용자들에게 제품과 브랜드를 이미지화하고 사진편집 및 캡션의 작성을 가능하게 해

주므로 구전 확산 목적으로도 매우 잘 활용될 수 있다[5]. 이렇게 언어보다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간편하게 시각

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일상적인 콘텐츠 활용이 많아 젊은 세대들과 여성들의 사용을 증가시켰다[6]. 팔로잉(following), 팔로

우(follow) 시스템으로 관심 있는 계정을 팔로잉하여 볼 수 있고, 사진을 게시하여 팔로워(follower)들에게 공유하며, ‘좋아요’

나 ‘댓글’ 등으로 사진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다[7]. 인스타그램이 다른 소셜미디어와 다른 특성으로는 해시태그

(hashtag)이다. 해시태그는 ‘해시(#)’ 기호를 써서 게시물과 묶는다고(tag)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요 핵심 키워드나 주제 앞에 

‘#’을 붙여 특정 주제를 담고 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해시태그가 붙여진 키워드를 클릭하면 같은 해시태그를 붙인 키워드와 

주제의 확인이 가능하며,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는 콘텐츠를 모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적절한 해시태그는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계정을 볼 수 있게 하여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다[8]. 인스타그램은 단순히 

이미지를 통한 소통을 넘어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는 플랫폼으로 많이 이용되어 크게 성장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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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스타그램 광고유형 및 특징[10]

Table 1. Types of advertising formats on Instagram

광고유형 특징

직관적인 텍스트와 객관적 

데이터를 포함한 광고

직관적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으로 해당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여준다.

일러스트중심의 광고
재미있는 소재의 일러스트 형식의 표현은 브랜드 또는 제품의 

이름을 빠르게 전달한다.

리뷰중심
제품을 직접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는 새로운 광고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패러디 및 해학적표현 유저들에게 뛰어난 효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

제품사진중심
비주얼에 민감한 유저들에게 제품, 브랜드 이미지 표현에 

중요하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3.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측정 및 수집하였다. 전체 24문항으로 

인구통계학적 4문항, 인스타그램 및 광고 관심도 관련 10문항, 인스타그램 광고 요소 중요도 4문항, 인스타그램 광고 유형별 호

감도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225명이 응답하였으며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22명을 제외한 203명을 활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와 Table 3은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연령대는 20대, 30대, 1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50% 이상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변수 내용 빈도 %

성별
남 69 34.0

여 134 66.0

연령

10대 22 10.8

20대 97 47.8

30대 51 25.1

40대 15 7.4

50대 이상 1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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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ontinue)

변수 내용 빈도 %

학력

중고교 재학 35 17.2

대학 재학 63 31.0

대학 졸업 73 36.0

대학원 이상 32 15.8

직업

학생 85 41.9

회사원 34 16.7

자영업 13 6.4

전문직 37 18.2

주부 16 7.9

기타 18 8.9

총합계 203

Table 3. Cross tabulation of gender and age 

남 여

연령

10대 7 16

20대 28 76

30대 28 25

40대 9 13

50대 이상 7 16

3.2 실증분석

Table 4 성별에 따른 인스타그램 광고 관심도 차이와 이용 빈도, 이용 시간, 포스팅 횟수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에서 남녀 간의 관심도, 이용 빈도, 이용 시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test for factors, level of interest & usage frequency by gender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관심도
남 2.81 1.320

-4.135 0.000
여 3.54 1.128

이용 빈도
남 3.09 0.966

-4.356 0.000
여 3.66 0.735

이용 시간
남 2.17 1.150

-4.208 0.000
여 2.96 1.303

포스팅 횟수
남 1.28 0.662

-0.375 0.708
여 1.31 0.698

Table 5 인스타그램 광고 관심도, 구매 빈도, 구매 만족도, 광고 신뢰도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구매 빈도와 만족도 신뢰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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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4 different factors

관심도 구매 빈도 구매 만족도 광고 신뢰도

관심도 1

구매 빈도 0.596** 1

구매 만족도 0.472** 0.461** 1

광고 신뢰도 0.497** 0.391** 0.591** 1

**p<0.05.

Table 6 성별과 구매 빈도, 구매 만족도, 광고 신뢰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에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Table 6. T-test for factors, purchasing frequency & satisfaction & reliability by gender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구매 빈도
남 2.06 1.247

-4.634 0.000
여 2.92 1.263

구매 만족도
남 2.77 0.972

-2.359 0.019
여 3.10 0.925

광고 신뢰도
남 2.36 0.954

-3.268 0.001
여 2.81 0.886

Table 7성별과 인스타그램 광고 요소별 중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타이포그래피, 일러

스트 및 사진, 리뷰 중심에서는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광고요소에서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 및 사진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Table 7. T-test for importance factors, typography & illustration & review & parody by gender

중요도 항목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타이포그래피
남 3.45 1.255

-2.154 0.020
여 3.82 0.964

일러스트 및 사진
남 3.94 1.235

-2.864 0.005
여 4.41 0.787

리뷰 중심
남 3.65 1.326

-2.553 0.012
여 4.11 0.963

패러디
남 3.03 1.224

-0.493 0.623
여 3.11 1.088

Table 8 성별과 인스타그램 광고 유형별 호감의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직관적인 텍스트 

중심, 리뷰 중심, 제품 사진 중심에서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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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test for favorability factors, text & review & illustration & parody & picture by gender

호감도 항목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직관적인 텍스트,

객관적 데이터 중심

남 2.87 1.123
-2.989 0.003

여 3.36 1.093

리뷰 중심
남 2.32 1.219

-2.188 0.030
여 2.72 1.230

일러스트 중심
남 3.00 1.125

0.366 0.715
여 2.94 1.088

패러디 중심
남 3.07 1.204

1.182 0.239
여 2.87 1.168

제품 사진 중심
남 3.84 1.184

-2.647 0.009
여 4.27 0.886

Table 9는 연령대간 인스타그램 광고 관심도, 구매 경험, 구매 만족도, 광고 신뢰도, 광고 요소, 광고 유형에 따른 호감도에 대

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든 항목에서 Levene의 동질성 검정의 가설은 충족하였다.

인스타그램 광고 관심도에서는 연령대별 평균이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10대가 다

른 연령대에 비해 관심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 신뢰도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광고를 통한 구매 경험에서도 1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관심도가 작은 것으로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광고 요소에서는 타이포그래피 만이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10

대, 30대, 40대에 비해 50대 이상과 20대에서 높은 같이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광고 유형의 호감도에서는 리뷰 중심의 광고와 제

품 사진 중심의 광고에서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리뷰 중심의 광고에서는 타 연령대보다 50대 

이상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Table 9. ANOVA for factors, preference & purchasing experience & satisfaction & reliability & ads element and types & & 

favorability by age group

항목 문항 SS df MSE F p-value

관심도 광고 관심도

집단-간 23.480 4 5.870 4.025 **

집단-내 288.786 198 1.459

전체 312.266 202

구매

경험

집단-간 24.675 4 6.169 3.737 **

집단-내 326.872 198 1.651

전체 351.547 202

만족도

집단-간 4.281 4 1.070 1.186 .318

집단-내 178.674 198 .902

전체 182.956 202

신뢰성

집단-간 14.930 4 3.732 4.601 ***

집단-내 160.617 198 .811

전체 175.54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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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OVA for factors, preference & purchasing experience & satisfaction & reliability & ads element and types & & 

favorability by age group (Continue)

항목 문항 SS df MSE F p-value

중요

요소

타이포그래피

집단-간 19.600 4 4.900 4.461 **

집단-내 217.464 198 1.098

전체 237.064 202

일러스트 및 사진

집단-간 7.904 4 1.976 2.078 .085

집단-내 188.283 198 .951

전체 196.187 202

리뷰 중심 내용

집단-간 2.485 4 .621 .492 .742

집단-내 250.116 198 1.263

전체 252.601 202

패러디 등 

광고 표현

집단-간 6.292 4 1.573 1.230 .300

집단-내 253.284 198 1.279

전체 259.576 202

광고 유형 

호감도

직관적

텍스트 중심

집단-간 7.198 4 1.800 1.435 .224

집단-내 248.309 198 1.254

전체 255.507 202

리뷰 중심

집단-간 20.417 4 5.104 3.497 **

집단-내 288.992 198 1.460

전체 309.409 202

일러스트 

중심

집단-간 1.938 4 .484 .397 .811

집단-내 241.747 198 1.221

전체 243.685 202

패러디 

중심 광고

집단-간 5.237 4 1.309 .936 .444

집단-내 276.931 198 1.399

전체 282.167 202

제품사진

중심

집단-간 10.320 4 2.580 2.585 *

집단-내 197.601 198 .998

전체 207.921 202

***p<0.001, **p<0.01, *p<0.05 .

Table 10은 학력간 인스타그램 광고 관심도, 구매 경험, 구매 만족도, 광고 신뢰도, 광고 요소, 광고 유형에 따른 호감도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든 항목에서 Levene의 동질성 검정의 가설은 충족하였다. 

인스타그램 광고 관심도에서는 학력별 평균이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고교 재학이 다른 계층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 신뢰도에서도 대학원이상에서 타 집단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매 만

족도 역시 대학원이상에서 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학 졸업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인

스타그램 광고 요소에서는 타이포 만이 중고교 재학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

타그램 광고 유형의 호감도에서는 직관적 텍스트 중심의 광고에서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대학

원 이상의 학력에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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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NOVA for factors, preference & purchasing experience & satisfaction & reliability & ads elements and types & 

favorability by academic background

항목 문항 SS df MSE F p-value

관심도 광고 관심도

집단-간 15.212 3 5.071 3.397 *

집단-내 297.054 199 1.493

전체 312.266 202

구매

경험

집단-간 25.629 3 8.543 5.216 **

집단-내 325.917 199 1.638

전체 351.547 202

만족도

집단-간 8.318 3 2.773 3.159 *

집단-내 174.638 199 .878

전체 182.956 202

신뢰성

집단-간 12.669 3 4.223 5.159 **

집단-내 162.878 199 .818

전체 175.547 202

중요

요소

타이포그래피

집단-간 13.280 3 4.427 3.936 **

집단-내 223.784 199 1.125

전체 237.064 202

일러스트 및 사진

집단-간 4.485 3 1.495 1.552 .202

집단-내 191.702 199 .963

전체 196.187 202

리뷰 중심 내용

집단-간 4.912 3 1.637 1.315 .271

집단-내 247.689 199 1.245

전체 252.601 202

패러디 등 

광고 표현

집단-간 2.317 3 .772 .597 .617

집단-내 257.259 199 1.293

전체 259.576 202

광고 유형 

호감도

직관적

텍스트 중심

집단-간 13.509 3 4.503 3.703 *

집단-내 241.999 199 1.216

전체 255.507 202

리뷰 중심

집단-간 11.015 3 3.672 2.449 .065

집단-내 298.394 199 1.499

전체 309.409 202

패러디 

중심 광고

집단-간 7.118 3 2.373 1.717 .165

집단-내 275.050 199 1.382

전체 282.167 202

제품사진

중심

집단-간 6.768 3 2.256 2.232 .086

집단-내 201.154 199 1.011

전체 207.921 202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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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은 직업별 인스타그램 광고 관심도, 구매 경험, 구매 만족도, 광고 신뢰도, 광고 요소, 광고 유형에 따른 호감도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인스타그램 광고 요소에서는 일러스트 및 사진 만이 자영업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광고 유형의 호감도에서는 리뷰 중심의 광고에서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리뷰 중심의 광고에서는 타 집단보다 주부들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Table 11. ANOVA for factors, preference & purchasing experience & satisfaction & reliability & ads element and types & & 

favorability by occupation

항목 문항 SS df MSE F p-value

관심도 광고 관심도

집단-간 8.924 5 1.785 1.159 .331

집단-내 303.342 197 1.540

전체 312.266 202

구매

경험

집단-간 7.921 5 1.584 .908 .477

집단-내 343.626 197 1.744

전체 351.547 202

만족도

집단-간 6.534 5 1.307 1.459 .205

집단-내 176.422 197 .896

전체 182.956 202

신뢰성

집단-간 4.869 5 .974 1.124 .349

집단-내 170.678 197 .866

전체 175.547 202

중요

요소

타이포

집단-간 4.080 5 .816 .690 .632

집단-내 232.984 197 1.183

전체 237.064 202

일러스트 및 사진

집단-간 13.093 5 2.619 2.818 *

집단-내 183.094 197 .929

전체 196.187 202

리뷰 중심 내용

집단-간 4.753 5 .951 .756 .583

집단-내 247.848 197 1.258

전체 252.601 202

패러디 등 

광고 표현

집단-간 9.093 5 1.819 1.430 .215

집단-내 250.484 197 1.271

전체 259.576 202

광고 유형 

호감도

직관적

텍스트 중심

집단-간 8.483 5 1.697 1.353 .244

집단-내 247.024 197 1.254

전체 255.507 202

리뷰 중심

집단-간 30.789 5 6.158 4.354 ***

집단-내 278.620 197 1.414

전체 309.409 202

일러스트 

중심

집단-간 12.822 5 2.564 2.188 .057

집단-내 230.863 197 1.172

전체 243.685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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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NOVA for factors, preference & purchasing experience & satisfaction & reliability & ads element and types & & 

favorability by occupation (Continue)

항목 문항 SS df MSE F p-value

광고 유형 

호감도

패러디 

중심 광고

집단-간 5.248 5 1.050 .747 .589

집단-내 276.919 197 1.406

전체 282.167 202

제품사진

중심

집단-간 3.079 5 .616 .592 .706

집단-내 204.842 197 1.040

전체 207.921 202

***p<0.001, **p<0.01, *p<0.05.

Table 12의 인스타그램 광고 요소 상관분석 결과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 리뷰 중심, 패러디 광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으며 일러스트는 리뷰 중심과 패러디 광고와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광고요소중 일러스트와 타이포그래피

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12. Correlation coefficient of advertising elements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리뷰 패러디

타이포그래피 1

일러스트 0.568** 1

리뷰 0.230** 0.262** 1

패러디 0.239** 0.176* 0.101 1

*p<0.05, **p<0.01.

Table 13의 인스타그램 광고 유형의 호감도 상관분석 결과 직관적 텍스트와 리뷰 중심, 일러스트 중심, 제품 사진 중심에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리뷰 중심은 일러스트 중심, 일러스트 중심은 패러디 중심과 제품 사진 중심과 유의한 양의 상

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패러디 중심과 제품 사진 중심 역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Table 13. Correlation coefficient of advertising types

직관적 텍스트 리뷰 중심 일러스트 패러디 제품 사진

직관적 텍스트 1

리뷰 중심 0.172* 1

일러스트 0.199** 0.192** 1

패러디 0.095 0.036 0.429** 1

제품 사진 0.248** 0.089 0.209** 0.230** 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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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인스타그램 광고제작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많은 요소들이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인스타그램 광

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사람은 구매빈도와 구매만족도 광고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매빈도와 

만족도, 신뢰도가 높은값을 보이고 있다. 인스타그램 광고요소에서는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및 사진, 리뷰중심을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유형에서는 직관적인 텍스트 중심의 광고와 리뷰, 제품사진 중심의 광고유형에 많은 호감

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은 광고 표현에 있어서 신뢰도가 포함된 정량적 수치의 텍스트와 사용후기 내용, 제품 및 브랜

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광고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리뷰중심의 광고는 50대 이상과 주부들 에게 높은 호

감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는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직관적 텍스트 중심의 광고유형에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그러나 10대는 인스타그램의 광고에 대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응

답이 가능한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관심 분야의 빈도는 패션, 푸드, 뷰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자동차, 여성은 패션의 빈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10대는 패션과 영화, 20대와 30대는 패션, 40대는 여행과 푸드, 50대 이상에서는 푸드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중고교 재학, 대학 재학, 대학 졸업에서 패션, 대학원 이상에서는 푸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

으며, 직업군에서는 학생, 회사원, 전문직은 패션, 주부는 푸드, 기타는 여행이 가장 높은 관심 분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이용

자들의 관심분야 및 광고유형, 광고요소에 대한 실증분석 기초자료는 앞으로의 소비 트랜드에 맞춰 새로운 SNS광고 제작의 변

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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