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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K-POP 뮤직비디오 내
PPL 활성화 전략 연구
: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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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그동안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K-POP의 뮤직비디오 PPL(Product

Placement) 연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내 K-POP을 대상으로 PPL의 성공 요인과 최근
의 산업적,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여 PPL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광고대행사, 미디어랩사, 연예기획사,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
층인터뷰를 실시하여서 관련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PPL과 협찬의 개념 정
의가 혼재되어 있어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뮤직비디오 PPL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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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규제기관의 업무 중복과 서로
다른 심의기준으로 간접광고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넷째, 뉴미디어
플랫폼의 PPL 문제의 경우에는 규제로 풀기보다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는 PPL 개념 및 업무현황, 뮤직비디오 PPL 현황 및 문제점,

PPL 규제 그리고 뉴미디어 플랫폼 PPL 활성화 방안 등 제도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실무
적,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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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2012).
무엇보다 K-POP의 인기 요인으로 소셜 미디어

한류 1.0시대가 방송 프로그램의 단품수출이라면

의 적극 활용을 들 수 있다. K-POP이 전 세계적으

2.0시대는 K-POP으로 대표되는 국내 아이돌 가수

로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시장의 확

의 해외진출이다. 최근 3.0시대는 다양한 콘텐츠

대이다. 유튜브 등에 공개된 K-POP 뮤직비디오와

의 장르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한류 미답지역

댄스 연습 동영상, 각종 방송 출연 영상 등의 양질

에의 진출을 의미한다. 현재 한류는 2.0시대를 넘

의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가면서

어 3.0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2014년 한류백서에

K-POP 가수들의 팬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전

따르면 한류의 수출효과가 6조 4873억 원, 부가가

세계 시청자들이 K-POP 노래와 퍼포먼스, 안무 등

치 유발효과가 4조 6897억 원 등 한류의 경제적 파

을 따라하는 ‘커버(cover)’가 태국 등 동남아에서

급효과는 12조 559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뉴

이미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

시스, 2015. 5. 6).

는 유럽·미주 지역의 젊은 층에까지 확산되었다

현재 K-POP은 일본, 아시아권을 넘어 북미, 유

(서민수 외, 2012).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럽, 중남미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UCC’ 등 공유 사이트들

근에는 전통적으로 한국 가수들의 진출이 이어졌

이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K-POP은 아시아 권역을

던 아시아권 외에 북미, 유럽으로의 진출이 이어지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실제로 K-POP

고 있다. K-POP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

아이돌 그룹 기획사들은 K-POP을 알리고 세계시

과, K-POP은 해외에 본격 진출한 지 10여 년 만에

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뮤직비디오의 글

전성기에 도달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로벌 확산 전략을 내세우는데, 이러한 전략은 대부

K-POP 인기의 특징으로 먼저 K-POP에 서양의

분 유튜브로 수렴되었다(오세정, 2012).

팝 음악과 동양의 정서가 혼용이 되었고, 다양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K-POP은 문화

요소들이 서로 섞여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는데 매

적 열풍을 넘어 상품으로서 무궁한 가치를 지니게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POP은 미국 또는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음악랭킹조사기관인 오리콘

유럽식 팝 음악을 듣기 쉬운 형태로 변형시켰을 뿐

에 따르면 2011년 일본 음악시장에서 한국가수의

만 아니라, 노래와 랩이 혼종되어 다양성을 추구했

매출액은 사상 최고인 244억 7천만 엔(한화 약

다는 점, 간단하면서도 쉬운 형태로 반복되는 후렴

3,377억 원)을 기록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2).

구 가사, 그리고 영어 가사도 섞어 사용함으로써 한

하지만 현재 K-POP과 PPL의 연계 가능성을 검

국어에 문외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따라 부

토해서 이를 상업적 성격이 강화된 산업적인 가치

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요인이 되었다(오세정,

로 연계시키는 작업은 문화산업의 가치에 비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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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미미하다. 한류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했

수브라마니안(Balasubramanian, 1994)은 “PPL

는데, 상당수는 구체적인 국가나 지역을 바탕으로

은 시청자들이 영화나 텔레비전 콘텐츠에 노출된

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대상 국가에 대한 논의는 비

제품이나 메시지를 광고로 인식하지 않게 하면서

록 최근에 미국이나 프랑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

효과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 내에서 제시되는 제품

만(손승혜, 2009; 황낙건·최형배·김영택, 2012)

이나 브랜드 메시지다”라고 하였다. 스테오르츠

여전히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와 같은 아시아에

(Steortz, 1987)는 PPL이 영화, 뮤직비디오, TV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K-POP에 대해 한국

쇼 등에서 노출되는 제품의 브랜드명, 패키지, 로

여행이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 차원과 같은 추상적

고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다. 카르(Karrah,

이고 장기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것 자

1994)는 PPL과 BPL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

체로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고, 배치에 있어서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가 초점이

시점이다.

되므로 BPL이 활동의 핵심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

본 연구는 그동안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

다고 했다.

지 않았던 K-POP의 뮤직비디오 PPL 연계 가능성

또한 PPL이 시청자들에게 광고로 인식되지 않

과 관련하여 국내 K-POP을 대상으로 PPL의 성공

게 하면서 광고효과를 얻는 메시지란 의미에서 혼

요인과 최근의 산업적·제도적 쟁점을 검토하여서

성 메시지(hybrid message)란 개념이 제시되고

뮤직비디오 내의 PPL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있다(Balasubramanian, 1994). 혼성 메시지란

이를 위해 K-POP, 광고, 전문가, 규제기관 등의

비상업적 이미지를 주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면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

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여 PPL 현황, 뮤직비디오 PPL 현황 및 문제점,

유료의 모든 시도를 의미한다. 수용자들은 메시지

PPL 규제 그리고 뉴미디어 플랫폼에서의 PPL 활

의 상업적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 상업적

성화 방안 등 제도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봉현, 1998).
한편 국내 학자들의 경우, 김문한, 이은미, 최학
준(2002)은 광고주나 브랜드 회사명을 알릴 목적

이론적 배경

으로 방송이나 영화의 프로그램 안에 제품 노출이
나 협찬 고지를 통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광고의 한

PPL 선행연구

유형이라고 정의했다. 이준일과 김하리(2000)는

PPL을 광고와 홍보가 결합된 상태로 협찬금이나
PPL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발라

실상품의 대가성 지불을 통해 상표와 상품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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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삽입시키는 새로운 광고전략이라고 정의하

각적으로 제시했을 때와 시청각적으로 제시했을 때

였다.

를 비교했는데, 그 결과 시청각적 배치형태가 시각

이러한 PPL 개념을 정리해 보면 PPL은 간접광

적 배치형태보다 브랜드 회상률이 더 높은 것으로

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TV, 영화, 게임, 뮤직비

나타났다(Sabberwal, Pokrywczynski, & Griffin,

디오 등 영상매체 안에 브랜드 이름이 보이는 상품

1994).

이나 상표, 로고 등을 배치해, 브랜드 이름이 보이

또한 이인성과 전종우(2014)는 PPL의 역할에

는 상품뿐만 아니라 협찬업체의 이미지나 명칭 등

주목하여 GCCP(Global Consumer Culture

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Positioning) 전략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수용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차영란, 2013).

의 글로벌 소비문화 수용성이라는 수용자 개인의

일반적으로 PPL 유형은 PPL을 시각적으로 제

특성이 PPL에 있어서도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하는가, 언어적으로 제시하는가, 직접 사용하는

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PPL의 집행유형 중 글로

가 등으로 구분된다(Gupta & Lord, 1998). 러셀

벌 포지셔닝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

(Russel, 1998)은 제품이나 브랜드가 시각적으로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비춰지는 경우, 배우 등이 직접 언급하는 경우, 제

통해 효과가 분명하게 규명되지 못한 PPL광고효과

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분야에 새로운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경우 등으로 구분하였다. PPL 배치 유형 중 크리에

PPL의 정책연구로서 이희복과 차영란(2012)은

이티브 배치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한 장면의 배경

수용자들이 PPL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다른 광고

에서 보이거나, 상표를 삽입하는 것이며, 온셋 배

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높으며, 높은 신뢰도를 갖고

치는 크리에이티브 배치보다 두드러지고, 배우 등

있으며, 주목도, 호감도가 높으면 설득적이라고 평

에 의해 언급, 사용되거나 또는 영화세트에 제품을

가했다. 따라서 간접광고 제도의 정책수립에 수용

놓는 것을 말한다(Babin & Carder, 1996).

자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희

이외에도 PPL이 공식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복과 차영란(2010)은 간접광고의 적정단가의 형

제품이나 브랜드 속에 등장하는 형태인 임시적 제품

성, 제작 마인드의 정착, 방송사 시스템의 완비, 정

배치, 프로그램 속에 브랜드명이나 기업명을 공식

확한 효과분석, 외주제작사의 협조, 간접광고의 재

적으로 언급하는 통합된 명백한 제품배치, 그리고

정의, 협의체로서 간접광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브랜드명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만 프로그램의 구

을 재정비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

성내용과는 통합되지 않는 비통합된 명백한 제품배

적했다. 또한 차영란(2012)은 PPL이 어린이 장르

치 등으로 구분된다(d’Astous & Seguin, 1999).

를 제외했는데, 이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제작 시

영화 <Days of Thunder>에 배치된 PPL 제품을 시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소품 및 수단

한류의 K-POP 뮤직비디오 내 PPL 활성화 전략 연구

49

등을 사용하여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음

키는 작업은 문화산업의 가치에 비해 매우 미미했

을 차단하여 어린이 채널의 광고수익에 악영향을

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기업의 보고서와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트랜드 분석연구가 있었지만 심층적인 연구결과가

PPL이 금지된 어린이·교육 채널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더불어 차

었다.

영란(2015)은 PPL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광고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한류 연구들은

협찬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제작협찬을 통한 음성

몇 가지 주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K-POP

적 간접광고를 차단해야 하며, PPL의 노출유형, 시

에 대한 문화적 분석에서 손승혜(2009)는 프랑스

간, 크기 등을 조정해야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

의 한국 문화 팬들이 대중문화를 글로벌한 문화적

주제작사나 상업방송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법을

다양성의 일부로 인식하고, 디지털 미디어와 SNS

개정해야 하며, PPL 규제를 일원화하는 기관 및 시

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로서 팬덤에 적극적으로 참

스템 설립이 필요하며,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 상

여하는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론을 도

간접광고 규정이 PPL 제작 현실과 부합하도록 제

출하였다. 또한 파비스(Pavis, 2012)는 원더걸스

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 뮤직비디오 <노바디>의 패러디 현상을 분석한

또한 홍문기(2015)는 신유형 스마트 광고 시대

바 있는데, 그는 많은 소녀들이 원더걸스의 춤 등을

의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연구에서 2015년 4월 25

모방하였는데, 소녀들이 원더걸스를 따라하는 과

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

도하게 섹시한 포즈들은 어린 소녀들에게는 어울

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방

리지 않고, 그리고 소녀들의 성적 매력의 시현은

송광고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

강요된 웃음을 유발하여 불편함을 준다고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최근 방송광고 규제완화가 이루어

였다. 남궁영(2012)은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진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간접광고/협찬의

에 대한 수용자의 유형을 분석했는데, <강남 스타

경우는 각각의 개념을 명료히 해서 간접광고/협찬

일>의 뮤직비디오는 네 개의 유형, 즉 공주 스타일

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시도했음

유형, 왕자 스타일 유형, 육감 스타일 유형, 그리고

을 확인했다.

환상 스타일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오세정

(2012)은 이러한 싸이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는데,
K-POP 선행연구

싸이의 평범한 외적 요소들과 <강남스타일> 뮤직
비디오에서 보여 주는 한심하고 어이없는 퍼포먼

현재 K-POP과 PPL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서 이

스를 통해 자기 희화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를 상업적 성격이 강화된 산업적인 가치로 연계시

이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즐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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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K-POP이 진출할 때 국가별로

K-POP에 대한 마케팅적 접근으로, 김호영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K-POP 이용행동, 선호이유

윤태진(2012)은 아이돌 시스템이 음반 산업의 몰

등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락, 산업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미디어 산업의 환경

것을 제안하였다. 김진옥, 김남조, 정철(2013)은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며, 팬들에

K-POP이 한국의 관광이미지와 방문의도에 어떠

의해 운영되는 비체계적이지만 효율적인 비공식적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특히

팬덤 시스템이라는 이중적 구조에 의해 공고해지

K-POP의 인식을 시각성과 음악성으로 구분하여

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황낙건, 최형

그 영향을 파악했다. 그 결과, K-POP은 춤과 비주

배, 김영택(2012)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얼의 화려함이 크게 부각되어 왔으나 직접적인 방

K-POP은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문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한국의 관광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

미지를 통해서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서는 K-POP이 한국 기업들의 수출의 견인차 역할

나타났다.

을 하며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마지막으로 K-POP에 대한 예술적 연구의 경우,

세계 문화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할 시점이라

곽민붕과 정회경(2012)은 K-POP 가수들은 아시

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서철현과 양진연(2012)

아에서와는 달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아직 시

은 K-POP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결과를

작점에 서 있다고 했다. 공연 무대의 신선함과 투

제시했다. 연구결과 K-POP의 소재와 내용 및 시

자의 부재, 음악적 요소부터 콘서트 장비에 이르기

각적·음향적 효과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국

까지 대부분의 요소가 모방이라는 점, 기획사에서

가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키워진 일률적인 아이돌 스타의 무대에서 독창성

다. 이들은 문화상품으로 K-POP소재와 내용 그리

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고 K-POP의 시각적, 음향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한류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나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K-POP을 통해 지속

마 대상 국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

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와 같은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었고 그

정부 및 관련 음악 산업체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

나마 최근에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으로 확대되고

과 시장조사를 통하여 한류를 선호하는 그룹들에

있었다. 이는 한류가 확산되어 가는 2005년 이후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였다.
김주연과 안경모(2012)는 K-POP 이용행동은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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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4: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PPL은 어떻게 활
용되는가?

본 연구는 뮤직비디오에서 PPL이 증가하는 추세임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연구방법

지지 않았던 뮤직비디오 내 PPL 전략을 검토하고
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K-POP은 아시아뿐

국내 PPL의 산업적·제도적 쟁점에 대한 현업 전

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많은 관심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

을 받고 있다. K-POP 인기가 높아질수록 K-POP

하였다. 광고기획사, 한류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를

의 산업적 가치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

대상으로 K-POP 뮤직비디오 PPL의 성공을 위한

서 K-POP과 문화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은 크지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 그리고 K-POP 뮤직비

않다. 최근 들어 국내외 뮤직비디오에서 PPL이 효

디오 PPL의 성공을 위한 관련 산업 및 시장 개선 방

과적인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K-POP과

고 뮤직비디오 내 PPL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

PPL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다. 특히 현재 K-POP과 PPL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서 이것을 산업적인 가치로 연계시키는 작

심층면접 대상

업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K-POP을 대중문화

K-POP 뮤직비디오 내 PPL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비에 맞추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산업에 영향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선정과정에서 각 분야의 대

미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K-POP 뮤직

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전문

비디오를 통한 PPL의 연계는 국내 광고뿐만 아니

분야는 연예기획사, 광고대행사, 지상파방송사업

라 현지 해외 광고의 유치와 같은 글로벌 광고 판매

자, 미디어랩사, 외주제작사, PP 등 다양한 분야에

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인

서 채택되었다. 미디어랩사의 경우 공영과 민영의

K-POP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을 위해 2개사의 전문가를 포함시켰다. 제작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

사는 PPL 업무 담당자들의 추천을 받았고, PPL 연

제를 설정하였다.

구를 많이 한 교수들을 섭외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각 부분별 전문가를 개별 접촉하여 최종적으로 다

• 연구문제 1: PPL에서 ‘간접광고’와 ‘협찬’ 두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음의 9명을 개별 심층면접을 하였다(<표 1> 참조).
응답자 대부분은 해당 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

• 연구문제 2: 뮤직비디오 PPL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 경력을 갖고 있는 팀장급 이상의 전문가였으며,

• 연구문제 3: PPL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관련 업무에서 책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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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구체적인 업계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심층면접 진행방법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다 입

뮤직비디오 PPL시장의 문제점과 쟁점을 파악하기

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위해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9명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대면 심층인
터뷰를 실시했다. 심층면접 이전에 질문 내용을 보

표 1 심층인터뷰 응답자 현황 및 특성

내서 응답자가 시간에 쫒기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성명

소속

직위

전문영역

A

JYP

팀장

연예기획사

B

이노션

팀장

광고대행사

C

미디어크리에이트

본부장

미디어랩사

D

KOBACO

차장

Media R&D

E

CJ E&M

팀장

콘텐츠솔루션

F

드라마제작사협회

팀장

외주제작사

G

KOBACO

차장

광고주 개발

H

학계

교수

광고산업

I

학계

교수

광고정책

검토하고 자신의 의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접 시 설문응답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메모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면접
후에는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재확인하였다.
심층면접 질문내용

심층인터뷰 설문항목은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뮤직비디오 PPL 비활성화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표 2 심층인터뷰 설문항목
항목
PPL 개념
및 제작시스템

뮤직비디오
PPL
문제점

내용
업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간접광고’와 ‘협찬’ 두 개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PPL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광고주, KOBACO(SBS를 제외한) 관점에서 현재
PPL 제작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K-POP 뮤직비디오에서 PPL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K-POP 뮤직비디오의 간접광고는 현재의 제작과 편성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뮤직비디오 PPL은 매체 계획이 어렵다는 점에서 광고주가 선호하지 않는 광고유형이라는 인식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현재 PPL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전파관리소의 심의와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PPL
규제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 상 간접광고 규정이 PPL 제작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뮤직비디오 PPL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규 및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들 온라인 및 모바일 동영상에서의 뮤직비디오 PPL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뉴미디어플랫폼의
PPL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뮤직비디오 PPL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신뢰할 정도이며, 어느 범위까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뮤직비디오 PPL을 체계적으로 노출시키고 광고주가 믿을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한류의 K-POP 뮤직비디오 내 PPL 활성화 전략 연구

파악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총 4가지 유형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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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션, B)

문으로 구성되었다.
간접광고의 경우 제품명과 로고 등이 그대로 노출이 가
능하며, 협찬의 경우에는 로고나 브랜드를 확실히 알아

연구결과
PPL 개념: 간접광고와 협찬 개념 구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한다.
(KOBACO, D)

외주제작사의 ‘협찬’은 영세한 외주사의 제작환경 때문
에 생겨난 것으로 제작비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첫째, 광고주체를 중심으로 개념화하는 방법이다.

‘간접광고’는 광고의 새로운 유형으로 수익창출의 의미

즉 사업자 주체별로 방송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가 크다. 광고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브랜드 명이 노출

PPL을 ‘간접광고’라고 하고, 외주제작사가 진행하

되는 PPL 형태를 지칭한다. (CJ E&M, E)

는 PPL은 제작 주체가 방송사업자가 아니므로 통
상 ‘협찬’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형식적인 차이로는 간접광고는 브랜드 노출이 가능한
반면, 협찬은 브랜드 노출이 불가능함. 그러나 최근 드

간접광고는 미디어랩을 통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협찬

라마를 통해 간접광고와 협찬이 동시에 이루어져 시청

은 외주제작사가 하는 것이다.(이노션, B)

자 입장에서 양자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학계, H)

외주제작사의 영역인 협찬은 일정 금액의 제작지원 등
을 받고 자막 형태로 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

셋째, 협찬과 간접광고의 차이는 상품이나 서비

그램 내용에 광고효과를 줄 수 없는 광고를 의미하기

스의 노출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즉 프로그램

때문에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는 명확하게 구분된다.(드

밖에서 또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졌는가의 문

라마제작사협회, F)

제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구분 자체가 작
위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두 번째로 브랜드와 로고 노출이 가능한 PPL(레

제시되었다.

벨 1)과 불가능한 PPL(레벨 2)을 구분하는데, 전
자의 경우가 간접광고이고, 후자의 경우를 협찬으

상당히 작위적인 구분이다. 동일한 광고를 누가 제작하

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실제로
시청자가 보는 제품이나 브랜드는 동일한데 단지 외주

간접광고는 브랜드와 CI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제작사인지 방송사인지에 따라 PPL인지 협찬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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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PL 제작의 문제다.

표 3 PPL 개념
항목

인터뷰 내용

광고주체
개념화

방송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PPL을 ‘간접광고’라고
하고, 외주제작사가 진행하는 PPL은 ‘협찬’임.

브랜드와
로고 노출

브랜드와 로고 노출이 가능한 PPL(레벨 1)이 간접광고
이고, 불가능한 PPL(레벨 2)은 협찬임.

협찬과
구분 자체가 작위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간접광고 차이

노출에 따른 규제가 심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가 있
는 반면, PPL을 했다고 해서 PD들에게 별도의 인센티
브가 없다.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 반면, 규제
에 대한 징계는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PL 제작에
적극적이지 못한 현실이라고 생각된다.(KOBACO, D)

두 번째로 외주제작사의 문제다. 외주제작사의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현재의 구분은 반드시

경우, 방송사에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 간접광고보

개선되어야 한다.(학계, I)

다 비공식적인 차원의 협찬을 원할 것이라는 판단
과 함께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사나 광고주의 무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방송법 제73조

2항 7호에 간접광고가 방송광고의 한 종류임을 명

한 요구와 현행법상 간접광고의 분명한 한계가 상
충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하고 있고 동법 제74조 2항에는 ‘협찬고지의 세
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협찬주의 NEEDS를 협의하여 맞

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PPL

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획기간이 필요하다. 광고주의 촉

은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효과를 줄 목적으로 판매

박한 마케팅 일정과 역시 촉박하게 진행되는 제작일정

되는 방송광고의 하나로서 방송법상의 간접광고는

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하는 무리한 PPL이 진행

곧 PPL을 지칭한다고 봐야 한다.

되거나 혹은 무산되기도 한다.(CJ E&M, E)

PPL 제작 시스템에 대한 주체별 문제점 인식

세 번째로 KOBACO의 PPL 제작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방송사업자들이 양

PPL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

성화된 간접광고를 수행할 때는 광고단가 책정이

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광고주, KOBACO

쉽게 가능하지만 직거래가 가능한 협찬광고시장은

(SBS를 제외한)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

정형화된 규격이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 분쟁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주체의

의 소지가 상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점에서 현재 PPL 제작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송사업자가 인식하

법으로 허용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통한 간접광고

한류의 K-POP 뮤직비디오 내 PPL 활성화 전략 연구

표 4 PPL제작 주체에 따른 문제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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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PPL 문제점

인터뷰 내용

노출에 따른 규제가 심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가 있는
방송사업자 반면, PPL을 했다고 해서 PD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음
외주제작사

방송사에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 간접광고보다 비공식적인
차원의 협찬을 원함

미디어랩
(공영)

방송사업자들이 간접광고를 수행할 때는 광고단가 책정이
쉽게 가능하지만 직거래가 가능한 협찬광고시장은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

광고주

대부분의 드라마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광
고기획을 사전에 할 수 없다는 단점과 이로 인해 프로그램
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간접광고를 계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뮤직비디오 PPL 제작의 문제점

간접광고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뮤직비디오 PPL도 큰 기대 없이 제작되고 있는 것
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의 이슈가 되면서 유튜브 등 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간접광고 탑재에 대한 관심
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뮤직비디오는 매
체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광고규제의 문제
등으로 일반 지상파 방송이나 PPL에 탑재되기 어
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된 뮤직비디오 광고는 흔치 않은 상황이다.

판매는 가격, 노출수준, 횟수 등이 명확하여 거래질서
면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나 제작사와 광고주(혹

올 3월 2PM의 5월 앨범 발매에 맞춰서, 티저 영상을 만

은 광고회사) 간 직거래가 가능한 협찬시장은 가격 산

들었는데 LG전자 옵티머스 G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었

정 기준 등 정형화된 규격이 없이 거래되고 있어 거래

고 비용 지원을 받았다. 오히려 LG전자가 해외 옥외 광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KOBACO, G)

고 구좌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광고 집행을 하기도 하
였다. 뉴욕, 런던에 옥외 광고를 집행하였고 메인은 유

마지막으로 광고주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부
분의 드라마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튜브였으며 동남아시아가 메인 타깃(main target)이었
다.(연예기획사, A)

광고기획을 사전에 할 수 없다는 단점과 이로 인해
프로그램 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간접광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뮤

고를 계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

직비디오를 통해 PPL을 한다는 것에 부정적이었

을 제시했다.

고, 활성화되기도 어려운 장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간접광고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노골
적인 브랜드 고지 등 극 전개에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TV 드라마나 오락장르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학계, H)

로 인식된다.(KOBAC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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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제작 메커니즘과 문제점

자체가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지상파나

원래 광고는 매체비용을 집행해야 하는데, 뮤직비

PP, 온라인 등 매체의 특성에 따라 노출되는 방식

디오는 기획사 입장에서 콘텐츠다. 매체비 집행을

이 다르고, 제작의 주체가 개별 기획사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방영해야 하는 콘텐츠인 것이다. 따라서

제작과 동시에 어떤 플랫폼이나 매체, 혹은 특정 콘

지상파나 PPL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내의 부가적

텐츠의 종반에 노출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

인 콘텐츠에 불과하고, 이는 광고대행사의 영역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뮤직비디오는 담당

아닌 것으로 규정되기 쉽다. 더욱이 광고주들은 노

PD와의 개인적인 인맥이나 모종의 금전적 보상을

출의 비중이나 범위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나 가수

통해 비공개적으로 지상파 프로그램의 종반에 잠

들과 곡의 인지도 등에 따라 성적이 매겨지기 때문

깐 나오는 정도이고, 그마저도 광고 시간의 제약으

에 개런티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

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시간에 방해되

고 있다

지 않도록 광고는 삭제되거나 아예 광고 부분부터
잘려져서 방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PPL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하더라도 상호 간에 비용이
오고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특정 콘셉트의 차

뮤직비디오는 제작의 주체가 개별 기획사다. 매체에 대

는 대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현물로 바터하게 된다.

한 개런티가 없을 수밖에…… 케이블, 공중파, 전철 광

거의 뮤직비디오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노출의 횟수가

고 등 어디에 나올 것이라는 매체 계획이 없다. 예측 가

개런티 되지 않으므로 최소 소비자 수를 보장하기 어렵

능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광고

다.(연예기획사, A)

주에게 뮤직비디오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특히 대형광
고주는 더욱 그렇다.(이노션, B)

광고주 접근 방식에 있어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반복 노출 가능성(Frequency), 연예인 인기에 비례한

가수가 음반 활동이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 활동함. 그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제고 효과, 기존 방송광고 비

러면 그럴수록 타 제품과 이미지 부딪히기 때문에 PPL

용 대비 효율성 등 비교 우위적인 제안이 선행되어야

이 쉬운 편은 아니며,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한다.(KOBACO, G)

도 있다.(연예기획사, A)

뮤직비디오 PPL 비활성화의 원인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뮤직비디오

PPL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매체계획
뮤직비디오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

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으며, 이는 간접광고시장이

로 매체계획이 어렵다는 점이다. 뮤직비디오는 그

활성화되어야 뮤직비디오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

한류의 K-POP 뮤직비디오 내 PPL 활성화 전략 연구

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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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의 문제는 시스템과 정성적인 부분(화면 안에 로고

그러나 뮤직비디오 PPL이 향후 더 발전할 수 있

가 들어올 때 어디서부터 로고가 노출되었는지 파악,

으려면 전통 미디어(ATL: Above the Line)가 아

레벨의 문제, 단순노출/사용/주연배우의 접촉/조연배

니라 BTL(Below the Line) 매체인 인터넷, 모바

우 접촉/주인공 자체가 컵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해

일 등 뉴미디어에 더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전문가

결되어야 함. 전파관리소는 실제로 TV모니터를 보고

도 있었다.

감시. 레벨 1, 2, 3으로 단순화됨. 단순노출, 단순배치,
배우 터치 혹은 직업군으로 분류된다.(이노션, B)

뮤직비디오의 소비층 자체가 10∼20대이고, 특정 장르
뮤직의 선호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

뮤직비디오 PPL 제작 현실과 현행법과의 괴리 문제

서는 선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타깃층이 확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 상 간접광고 규정이 PPL 제

실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고, 한류와

작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관련하여 해외의 소비자를 고려한다면 사용해 볼만한

다.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광고방법이다.(학계, I)

살펴보았다. 그 결과, PPL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제품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상황

PPL 규제의 문제점

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맥락부합도가 중요
한데, 간접광고이지만 광고효과를 주면 안 된다는

심의위원회와 전파관리소 규제의 문제

심의규정으로 인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으

간접광고 규제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실질적으

로 PPL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로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는 것이다.

간접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규제는 존
재하되, 세부규칙이 없거나 합의된 규제 기준이 없

현재의 PPL은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

어 규제기관별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셈이 되어 버

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만

린 것이다. 오히려 현실적인 간접광고 및 PPL 제작

을 정의에 담고 있다. 그러나 PPL의 활용도를 높이기

지침을 만들어 주고,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상황

매뉴얼을 만들어 주거나, 단편적인 노출빈도와 크
기, 사용법 언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프

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맥락부합도가 중요하
다.(KOBACO, D)

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PPL 규제 개선 방안

방송광고 규제기관의 업무도 중복되거나 공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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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있는 현실에서 관련 기관의 심의도 정성적이
거나 정량적인 기준에서 일치되지 않아 일관적으

표 5 뉴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뮤직비디오 PPL의 가능성
항목

인터뷰 내용

긍정

뷰어 수가 리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체계획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소비층인 청소년들이 뉴미디어를 이용하기 때문
에 긍정적임.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필해야 하는 광고주에게는 매력 있
는 매체가 됨.

부정

연예기획사에서는 뷰어 수나 데이터에 대한 불신으로 매체
계획이 어려움. 뉴미디어 PPL에 대한 기대가 예상 외로 낮
게 나타나므로 뉴미디어 데이터의 정확도에 대해 검토할 필
요가 있음.

로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에 규제 및 심의는 기존 방송 PPL과 형평성 측면에
서 볼 때 현행 규제의 틀에서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규제의 문제로 풀기보다

PPL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온라인 플랫폼은 주된 뮤직비디오의 노출 플
랫폼이다. LG전자와 광고 기획할 때 유튜브와 온라인
뷰어 수를 기준으로 계약한 바 있다.(연예기획사, A)

도는 매우 높고 이에 필적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광고
주 참여 의사 또한 높다고 볼 것임.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의 동영상 소비자는 증가 추세이나 이에 따른 콘텐츠
혼잡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광고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뉴미디어 플랫폼의 PPL

구체적인 제작계획 및 활용도 제시가 시장 활성화의 관
건임.(KOBACO, G)

최근에는 유튜브와 아이튠즈 등에서 뮤직비디오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을 인

에 따라 이들 온라인 및 모바일 동영상이 새로운 플

지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K-POP 가

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수를 보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에서는 뷰어 수나

들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뮤직비디오 PPL의 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불신으로 매체계획이 어렵다는 점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을 들어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예상 외로

뷰어 수가 리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뉴미디어 플

체계획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어차피 소비층인

랫폼의 데이터 정확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이들 플랫폼을 주로 이용한다는 측면, 글
로벌 광고시장에서 어필해야 하는 광고주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타깃 지역조차 정확한 뷰 수가 나

매력 있는 매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오지 않는다. 필리핀에 1차 진출, 뮤직비디오 영상을 원
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노출시킬 수 있다. 특정 제

싸이 <강남스타일>의 성공 사례로 보아 유튜브의 활용

품의 론칭일 경우에는 유튜브나 온라인은 컨트롤이 안

한류의 K-POP 뮤직비디오 내 PPL 활성화 전략 연구

되기 때문에 매체계획이 불가능하다.(연예기획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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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어떤 개선안
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단순히 클릭 수만으로 뷰어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뮤직비디오 PPL의 시장에

데이터의 정확도를 말하긴 어렵기 때문에 방문수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신뢰할 정도이며, 어느 범

와 함께 뮤직비디오의 지속적인 시청 시간도 고려

위까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기획

해야 하며, 뮤직비디오 리플에 따른 가산점도 포함

사 및 제작사와 일반 전문가의 입장이 매우 다른 것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주에게 예측 가

으로 나타났다. 기획사와 제작사는 데이터의 통계

능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수치를 신뢰할 수 없어서 매체계획이 불가능하다

되었다. 매체별 노출과 관련한 예측 데이터가 있어

는 입장을 보인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전 매

야 광고주도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입

또한 사후 측면에서 주간, 월간 단위의 매체별 노출

장이었다.

실적 점검이 필수적이다. 제작사(혹은 기획사)에
서 제작 전과 온에어 후 제반 데이터를 일괄 관리하

뉴미디어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시장 상황을 알

는 것이 데이터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 못하지만, 기존의 매체에 비추어 볼 때, 페이지뷰와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특정 PPL이 노출된 시점

클릭 수 등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된

까지 봤을 때 카운팅이 되는 광고 도달률 측정 툴이

다.(KOBACO, D)

마련되고 시청률 자료처럼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또는 회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기획사는 제작비에 대한 PPL 비용을 받지만 광고주는

제시되었다.

매체계획이 필요하다. 10년 전이면 홍보의 수단이 되
므로 지상파 매체를 선택하겠지만 현재는 유튜브나 온
라인으로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광고주는 명확한 컨
트롤을 원한다. 사전에 누가 어느 지역에서 클릭했는지
알 수 없다. 사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기획사는 콘
텐츠를 기획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다.(연
예기획사, A)

단순한 노출 수치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타깃들
이 봤는지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유통
면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아무리 노출돼도
소용이 없을 듯하다. 최근 간접광고 효과 조사에서 직
접광고와의 연계성이 PPL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입
증되었다. 해당 PPL 노출 시 해당 제품군에 대한 광고
를 동시에 노출시킨다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개선 방안

데이터는 곧 매체계획과 연계되는데, 뮤직비디오

으로 예상된다.(KOBAC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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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

에도 파급효과를 초래함으로써 콘텐츠의 부가가치
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뮤직비디오에서 PPL이 증가하는 추세임

본 연구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활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용하여 뮤직비디오 PPL 활성화 방안을 조사했다.

지지 않았던 뮤직비디오 내 PPL 전략을 검토하고

첫 번째, PPL 개념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간

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K-POP은 아시아뿐

접광고가 허용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

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많은 관심

대만큼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고 뮤직비디오

을 받고 있다. K-POP 인기가 높아질수록 K-POP

장르의 특성은 이와 같은 시장의 비형성 과정에 일

의 산업적 가치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

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간접광고와 PPL,

서 K-POP과 문화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은 크지

협찬의 개념 정의가 여전히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

않다. 최근 들어 국내외 뮤직비디오에서 PPL이 효

고, 이로 인해 광고주들의 과도한 요구가 규제에

과적인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위배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간접광고

고 뮤직비디오 내 PPL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

이다. 특히 현재 K-POP과 PPL의 연계 가능성을

하고 있었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상품

검토해서 이것을 산업적인 가치로 연계시키는 작

에 대한 인지 및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효과적

업은 미미하다. 따라서 K-POP을 대중문화 소비에

으로 협찬고지와 간접광고가 매우 유사한 개념이

맞추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다. 개념적으로는 양자의 규제를 차별화하는 것이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양자에 대

K-POP 뮤직비디오와 PPL의 연계 방안 그리고 정

한 규제의 수단과 정도가 유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뮤직비디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김민호, 2011).

PPL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뮤직비디오 PPL 문제점을 살펴보면, 방
송 프로그램 내에서의 PPL도 기존의 협찬과 혼동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

하는 광고주들과 엄격한 규제 때문에 시장이 기대

한류에서 K-POP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만큼 이르지 못하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넓게 보면

K-POP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광고 및 국내 기업들

간접광고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송시장의

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활성화되고 있다. 결

간접광고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국 K-POP을 통한 PPL은 궁극적으로 해외에 국내

다. 특히 규제기관의 업무 중복과 서로 다른 심의

제품들이 진출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이를 통

기준은 간접광고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해 콘텐츠 시장뿐 아니라 제조업 및 기타 관광산업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광고이지만 광고효과

한류의 K-POP 뮤직비디오 내 PPL 활성화 전략 연구

를 주면 안 된다는 심의규정으로 인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PPL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
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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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번째는 뉴미디어에서의 PPL 활성화의 문제
다. 규제 및 심의는 기존 방송 PPL과 형평성 측면

세 번째 PPL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에서 볼 때 현행 규제의 틀에서 크게 완화되기는 어

간접광고 및 PPL 제작 지침을 만들어 주고, 현장에

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규제의 문제로 풀기보

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거나,

다 PPL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

단편적인 노출빈도와 크기, 사용법 언급 등의 문제

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에

제시되었다.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뉴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고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광

지배적이었다. 즉 뮤직비디오 PPL의 활성화를 위

고효과를 법 규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간접광고에

해서는 전통 미디어가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등 뉴

대한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

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뮤직비디오의

정처럼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수요층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들을 겨냥한 제품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

군의 PPL과 한류가 유행하는 지역을 타깃으로 설

는 아니 된다’는 수준의 이념적 원칙만을 규정하고

정해서 통합적인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PPL을 기

구체적인 집행은 방송사업자에게 맡겨 두는 것이

획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뷰어데이터의

바람직하다(김민호, 2011).

정확성 등 광고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를

궁극적으로는 방송심의규정 적용주체와 방송법

구축하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시행령 적용주체로 이원화된 상황을 개선할 필요

본 연구는 한류의 K-POP에서의 PPL 활성화에

가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

대한 정책연구로 수집된 소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은 협찬과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광고효과

써 응답자의 대표성 및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절차상 적법하게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집행된 간접광고의 과도한 노출이나 판촉적 제시

풍부한 표본으로 심도 있게 양적, 질적 연구가 진행

등에 대해 심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규제공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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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PL Strategy for K-POP Music Video in the
Korean Wave
: Focused on Experts’ Opinions
Young-Ran Cha
Ph. D.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The University of Suwon

This study explores PPL (Product Placement) vitalizing methods in K-pop by examining success
factors of PPL and recent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issues of it in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linkage
between K-pop music video and PPL, which was not covered in industrial perspective so far.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lated professional group who are in AD agency, media lap,
entertainment agency, and academia were conducted to draw a related subject. As a result, first, the
concept of PPL would be redefined as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PPL and sponsorship is entwined.
Second, PPL in the music video industry should be enlarged more though it gets expanding its size.
Third, there is an issue that indirect advertisement industry cannot grow up fully due to the task
duplication of regulatory authorities and each different standard of rating. Fourth, as to invigorating
new-media platform PPL, the idea was arise that it should be resolved by each company’s marketing
strategy rather by regulation. This study proposes the practical and political support plan through
grasping the institutional issues such as PPL concept and current business status, present condition of
music video PPL and problem, PPL regulation and activation plan of new-media platform PPL.
Keywords: K-POP, Korean Wave, PPL, perception of experts, in-depth inter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