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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크로스 미디어 이용의 확대로 일방적으로 제품의 정보를 받아들이던 수동적인 소비자는 직접 정보를 

찾아보는 능동적 소비자로 바뀌었다. 따라서 대중들은 단순히 방송을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중에 나

오는 인물, 스토리, 제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에 사용되는 디바이스와 

검색에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달라 불편함이 있고 방송과 검색의 시점의 차이로 대중들은 간접광고를 접한 

후 대상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품회사는 간접광고를 접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통한 간접광고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간접광고에서 제품 정보의 즉각적 검색을 지원하는 

인터렉티브 동영상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본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관심이 가는 제

품이 나왔을 때, 이벤트를 주어 화면 속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고 제품회사에서는 

인터렉티브한 시청자의 반응을 제공받아 간접광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상호작용(interactive),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advertisement), 

동영상 플랫폼(streaming platform), 양방향 서비스(two-way service)

간접광고에서 제품 정보의 즉각적 검색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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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크로스 미디어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브라운의 자회사인 

다이나믹로직(Dynamic Logic, 디지털 마케팅 효과 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70%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제품의 

정보를 받아들이던 수동적인 소비자는 이후 컴퓨터 기술의 성장,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정보를 찾아보는 능동적 소비자로 변모했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1]. 따라서 대중들은 단순히 방송

을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중에 나오는 인물, 스토리, 제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되

는 정보를 이 논문에서는 방송콘텐츠 정보라고 한다. 방송콘텐츠 

정보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에 대한 검색, 특히 간접광고에 

대한 검색이 증가하고 간접광고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간접광고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옛날에 비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영상 속에 스며들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콘텐

츠정보를 이용할 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시청에 사용되는 

디바이스와 검색에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다르거나 같은 디바이스라도 

방송을 위한 앱과 검색을 위한 앱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 둘째, 방송과 검색의 시점의 차이로 대중들은 간접광고를 접한 

후 대상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회사 또는 광고주는 간접광고를 접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통한 

간접광고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접광

고에서 제품 정보의 즉각적 검색을 지원하는 인터렉티브 동영상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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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elated Works

“A Study on the TV Program bound Data Service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of PPL” 논문에서는 디지털방송의 대표적인 

기술인 데이터서비스를 통해 방송시청 중 리모콘 버튼을 누르면 

TV하단에 광고 대상의 부가정보를 나타내주는 방법을 연구하였다[2]. 

하지만 TV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2중 검색이 

필요로 하고 간접광고의 효과를 알 수 없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III. The Proposed Scheme

이 논문에서 제안한 동영상 플랫폼은 방송시청과 정보검색의 통합

을 위한 시스템과 간접광고의 정보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 이로 인해 

나타난 이용자들의 반응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첫째, 방송 시청과 정보 검색의 통합을 위한 시스템에서는 <Fig. 

1>과 같이 한 페이지 안에서 방송시청과 정보제공 그리고 채팅까지 

가능하게 하여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둘째, 간접광고 정보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은 방송제작시 PPL 

정보를 함께 영상 안에 포함시켜 이용자들의 즉각적 검색을 지원한다.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관심이 가는 제품이 나왔을 때 시청자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시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정보를 가져와 <Fig. 

1>과 같이 출력해준다. 정보에는 제품의 대표 사진,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가격, 설명,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보를 접한 

후 다른 시청자와의 채팅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자는 출력된 제품 정보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제품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반응을 제공기능을 통해 제품회사는 본방송 

중 이용자 채팅창을 모니터링 하여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고 방송이 종료된 후 제품별로 시청자가 누른 모든 ‘좋아요’ 

수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어 각 제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를 

확인한다.

Fig. 1. User Interface for Providing Product Information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방송시청과 정보검색을 

통합시켜 방송시청 도중 화면 속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이용자들의 반응을 제품회사 

측에 제공해준다. 따라서 방송콘텐츠정보 이용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주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제품회사는 이용자들의 

인터렉티브한 반응을 제공받아 간접 광고의 효과 측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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