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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와 기술의 급격한 진화에 따라 광고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업이 마케팅의 주체가 되는 전통적 마케팅 시대에서 이제 소비자가 마케팅의

주체가 되어 브랜드를 컨트롤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광고들을

시청해야 했던 소비자들은 이제 원치 않는 광고를 접하게 되면 다른 미디어로

이탈하거나, 혹은 주저 없이 스킵(Skip) 버튼을 누른다.

이러한 소비자들과의 심리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광고가 아닌 정보‘ 컨셉을

취하던 광고들은 이제 하나같이 ‘광고지만 괜찮아‘라고 외친다. 브랜드 및 제품의

정보와 미사여구의 연속이었던 포멧도 벗어 던지고 이젠 ‘광고지만’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모양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광고의

형태변화에 소비자들은 광고임에도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시청하고 또 전파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마케팅 트렌드 중 2016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의 정의와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마케터들에게

효과적인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DMC리포트의 Market Report는 온라인 마케

팅을 기획하는 마케터가 필요로 하는 광고/마

케팅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캠페인 데이터를 다

양한 분석자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DMC미디어가 발행한 보고서는 DMC리포트

(www.dmcreport.c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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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SNS 상에서 유행했던 엉클드루(Uncle Drew) 동영상을 기억하는가? 현역 NBA 선수인

카이리 어빙이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나와 길거리 농구에서 젊은 청년들을 압도하는 4분 58초

길이의 영상은 큰 인기를 끌며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급기야 ‘Uncle Drew’라는 영상 내

캐릭터를 사회적으로 유행시켰다. 이 영상 시리즈는 펩시콜라 제로 홍보를 위해 제작된

애드무비(AD Movie)로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Branded Entertainment Marketing)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란 브랜드 및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접목해 전달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직접적 홍보문구를 제공하는

대신 스토리텔링을 통해 재미와 감성을 자극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형태를 취해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콘텐츠 소비와 바이럴을 유도할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상승시키는데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은 단순히 브랜드의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형식의

광고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접근방식으로 부터 출발한다. 영상 콘텐츠

내 브랜드 및 제품을 간접노출 하는 PPL(Product Placement)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콘텐츠

내에서의 제한적인 이미지 전달에서 벗어나 브랜드나 제품 자체를 소재로 한 영상, 게임,

음원,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01.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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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 ‘Uncle Drew’

Intel & Toshiba

<The beauty inside>

국대떡볶이

<국대떡볶이 for kakao>

삼성전자(제일기획)

<Anyband>

네이버

<아직도 안 깔아 보았나!?>

3



이러한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은 브랜드 및 제품 자체의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콘텐츠 자체의 재미와 이슈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 자체의 재미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바이럴을 수행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콘텐츠가 ‘광고‘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하기 전 혹은 소비 중에 이것이

‘광고‘임을 깨닫게 되거나 혹은 본 영상 콘텐츠의 pre-roll 광고임을 알고 있지만 재미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광고로부터 이탈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그리고 광고차단(AD Blocking)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이용경향과 상반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의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마케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6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광고 트렌드 조사’에서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가 39%의 응답수를 보이며 동영상 광고의 뒤를 이어 2번째를 기록했다.

또한 세계적인 경영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는 미래 마케팅 트렌드에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의

확산을 강조한 바 있어 국내/해외를 가리지 않고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은 주묵해야

할 마케팅 기법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디지털마케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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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마케팅연구회

2016 주목해야 할 디지털 광고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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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광고주협회(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의 조사에 따르면 63%의 광고주가 “BEM

(Branded Entertainment Marketing)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 Forrester

Research의 조사에서는 광고주의 75%가 “DVR(Digital Video Recorder) 보급 확산에 따라

향후 TV광고비는 줄이고 BE 또는 PPL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칸 국제 광고제에서도 2012년부터 ‘Branded Content &

Entertainment’ 부문을 신설하여 이미 뛰어난 작품들을 선정해왔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2012년 동상을 수상한 미스터피자의 ‘The true origins of pizza’를 꼽을 수 있다. 이 광고는

‘피자가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라는 위트있는 시각으로 제작되어 공개된 지 얼마되지 않아

유투브 총 조회수 100만을 넘는 등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 외 2014년에 열린 스파이크스 아시아 시상식에서는 AIA생명의 ‘리얼 라이프 프로젝트’

(그림1)가 동상을 수상, 세계 3대 광고제 클리오 어워드에서는 삼성전자가 ‘삼성 마에스트로

아카데미’ (그림2)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같은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사례들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애드무비

영역과 새롭게 국내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웹툰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02.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사례

[Market Report] 2016년, 마케터가 주목해야 할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

미스터피자 ‘Pizza's Disputed Origins: Historian’

[그림1] AIA생명 ‘리얼 라이프 프로젝트’ [그림2] 삼성전자 ‘마에스트로 아카데미'



□ 애드무비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로 단연 ‘애드무비’(AD

Movie)를 꼽을 수 있다. 애드무비는 영화가 갖고 있는 임팩트와 TV CF가 갖고 있는 탄탄한

메시지 전달력 모두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브랜디드 콘텐츠이다.

BMW의 ‘더 하이어(The Hire)’는 애드무비 캠페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BMW는 2001년

세계적인 감독들과 함께 총 다섯편의 애드무비 시즌1을 배포, 하루 수백명의 시청자수가

목표였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천백만명에 이르는 시청수와 이백만명의 회원, 그리고

전년대비 12% 상승한 매출을 기록했다. 이후 2003년 시즌2로 세편의 추가 단편을 선보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애드무비 캠페인이 존재한다. 배달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이랬지?’

에서는 배우 류승룡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유쾌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 전달력을 가진 한편의

영화CF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캠페인 이후 주간 다운로드 수가 40% 증가하고 다양한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이슈메이킹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브랜드나 제품의 상업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애드무비 자체의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 미쟝센의 애드무비 ‘난 미용사가 아니야‘가 2014년 벤쿠버국제영화제

‘드래곤&타이거’ 경쟁부문에 초청되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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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MW ‘The Hire(2001~2003)’

배달의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이랬지?’

미쟝센 ‘난 미용사가 아니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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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웹툰

브랜드 웹툰이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정책 혹은 브랜드의 이미지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화를 일종의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정보 전달 및

친근함과 재미를 선보여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의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앱의 월 평균 이용 시간은

373분으로 멜론(356분)을 앞섰고, 다음 웹툰앱도 259분으로 유튜브(146분)의 사용 시간을

훌쩍 넘겼다. 일 평균 이용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8~10분 정도로 다른 플랫폼에 비해

웹툰앱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체류 시간 만큼이나 마케팅 채널로 강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네이버 웹툰의 브랜드 웹툰으로 분류된 건수는 2008년 이래 총 106건을 기록하며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드림 리퍼블릭의 모바일 게임 스토리를 소개하는 웹툰 ‘최강의 폭주

더 레전드‘, 한화생명의 인터넷보험 ‘온슈어’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했던 재난 웹툰 ‘2024’ 등

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홍보를 위한 웹툰들부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친환경소비생활실천 캠페인 소개를 위해 제작한 ‘그린링 에코콩‘ 등 공공캠페인 소개에도

활용되는 등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소비자의 거부감이 적고 주체적으로 찾아보는 콘텐츠로써 브랜드 웹툰은 이미 광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브랜드 웹툰은 소비성 콘텐츠인 동시에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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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259 

35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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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폭주 더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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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산업기술연구원

‘그린링 에코콩’



이와 같이 주목 받고 있는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엔터테인먼트 내용이 브랜드의 핵심과 잘 맞는가?

2. 브랜드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스토리 구성, 극 중 캐릭터와 스크린

제품 배치가 가능한 가장 좋은 측면에서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가?

3. 브랜드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이고 통합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

4.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쉽이 비즈니스에 어떠한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무리 좋은 마케팅 기법이라도 이처럼 활용 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략적인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길 바란다.

03. 결론 및 제언

[Market Report] 2016년, 마케터가 주목해야 할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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