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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웹드라마의 PPL에서 배우의 인지도가 광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PPL브랜드
와 드라마 간 적합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배우의 인지도, PPL브랜드와 드라마간 적합
성의 고저에 따른 처치물을 통해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연구에 총 452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배우의 인지도는 PPL의 광고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브랜드 태도에는 영향을 주었다. PPL 브랜드와 
드라마 간 적합성은 PPL의 광고태도와 브랜드태도에 다 영향을 주었다. 배우 인지도와 PPL 브랜드와 드라마간 지각된 
적합성의 상호작용은 광고태도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브랜드 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PPL의 광고태도
와 브랜드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구매의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웹드라마 PPL에서 배우 인지도와 광고효과의 관계, 
PPL브랜드와 드라마간 적합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웹드라마의 PPL 수익창출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웹드라마, PPL, 배우 인지도, 지각된 적합성,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ctor awareness on advertising 
effect, and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moderation effect between actor awareness and perceived 
fit of PPL brand and drama.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through 
the treatments. A total of 452 participants attended to the experimental study and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As a result, the awareness of the actor did not affect the ad attitude, but it influenced 
the brand attitude significantly. The perceived fit between PPL brand and drama influenced both the 
ad attitude and brand attitude significantly. The interaction of actor awareness and perceived fit was 
significant in ad attitude but not in brand attitude. In addition, purchase intention increased as the 
attitude toward ad and brand was posi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PPL profit strategy for web drama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 awareness and 
advertising effec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fit between PPL brand and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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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웹드라마는 PC나 스마트폰에서의 시청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되는데 그 배경에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자들
의 ‘시청행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
심으로 PC와 모바일에서의 동영상 시청이 증가함에 따
라 이에 맞춘 콘텐츠 니즈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1].

초기에 웹드라마의 제작과 유통은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 업체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2]. 현재는 유튜브, 페
이스북으로도 유통되고 있다. 웹드라마의 누적 랭킹을 제
공하고 있는 사이트인 컨스TV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
재까지 방영되었거나 방영되고 있는 웹드라마 수는 219
개에 이른다. 

웹드라마의 제작이 늘어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천만뷰를 넘는 웹드라마도 나오고 있다. 2019년 7월부
터 방송됐던 15부작의 ‘일진에게 찍혔을 때 시즌 1’이 
1200만뷰를 넘어섰고, 올 3월말부터 시작한 시즌 2 역
시 방송 3회 만에 249만뷰를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방송을 시작한 ‘XX’라는 웹드라마는 방송 5주 만에 천만
뷰를 돌파했다[3]. 

웹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자 기업들은 웹드라
마를 제품 광고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티몬이 
2017년 8월 공개한 슈퍼마트 브랜드 웹드라마 ‘신선한 
사랑’은 영상이 공개된 후 신규 구매자의 매출이 30% 정
도 증가했다[4]. 웹드라마 ‘XX’는 극 중 조향사인 주인공의 
향수를 실제 브랜드로 출시한 경우인데, 전국 올리브 영 매
장에서 판매해 올리브 영 인기 판매 탑 6에 올랐다[5].

웹드라마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새로운 형태
의 콘텐츠이다 보니 웹드라마의 서사적 특성[6]이나 스토
리텔링 양상[7], 새로운 장르로서의 가능성[8] 등 주로 이
야기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수용자적 관
점에서 웹드라마의 이용동기와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9,10]. 아이돌이 출연하는 점에 주목해 웹드라마의 
흥행 요인으로 팬덤의 후광효과를 분석하기도 했다[2]. 
그 외에 브랜드 구성요소를 통해 웹드라마의 브랜드 전
략을 조사한 연구[11], 웹드라마가 공개되는 온라인 플랫
폼에 대한 접근 단계와 광고노출 빈도측정을 통해 플랫
폼 사용성 개선을 논의한 연구가 있다[12].

그러나 웹드라마가 기업의 광고 채널로 활용도가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웹드라마의 PPL 효과를 다룬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기존의 PPL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PPL의 시청
각 배치양식, 현저성, 스토리 연결 등 제시방식을 다루어 

왔다. 그렇지만 PPL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주관적 인식
에 따른 연구도 중요하다. 드라마 PPL은 스토리텔링이 
광고의 배경이 되고 인물들이 모델이 된다. 따라서 PPL
의 배우, 스토리텔링과 PPL의 어울림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은 PPL 효과에 주요 변인이 될 것이다. 특히 웹드라
마는 연령적으로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아이돌에서 신인, 
조연급까지 다양하게 배우를 활용하고 있고, 소재면에서
는 기존 TV 드라마와는 차별화를 꾀해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은  웹
드라마의 PPL 효과를 분석하면서 웹드라마의 이 두가지 
특징과 관련한 수용자의 인식이 PPL 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웹드라마 출연 배우
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도가 광고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PPL브랜드가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얼
마나 조화롭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지각
된 적합성)에 따라 광고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PPL브랜드와 드라마간 지각된 적합성이 
배우 인지도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작용을 하
는지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웹드
라마 PPL에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웹드라마의 수익 창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웹드라마와 PPL

웹드라마에서의 PPL 활용은 TV보다 자유로울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웹드라마는 방송이 아닌 인터넷을 통
해 전파되기 때문에 방송광고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할 수 
있고 TV나 영화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실제로 웹드라마 초반기에 교보생명, 삼성그룹 등의 기업
체가 기업 홍보를 위한 웹드라마를 선보였다. 영화가 극
장 수입에 의존하고 드라마가 방송사 제작비에 의존했다
면 웹드라마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하고 신선한 시도
로 PPL 및 제작지원 협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13]. 
따라서 웹드라마의 PPL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실무적, 학문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웹드라마 PPL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곽자헌·
이진균(2019)은 한국 웹드라마 PPL의 브랜드 현저성과 
제품유형의 조절효과가 PPL 효과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대만 소비자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브랜드 현저성이 낮을수록, 실용재보다 쾌락재일 



웹드라마 PPL 효과에 관한 연구 -웹드라마와 브랜드의 지각된 적합성과 배우 인지도와의 상호작용 413
때, 한국보다 대만 소비자가 PPL의 광고태도, 브랜드 태
도,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쾌락재일 경
우 현저성이 높더라도 대만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에 비
해 웹 드라마 PPL에 대해 더 관용적이라고 했다[14].

PPL에 대한 시청자 수용 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결과[10, 11]도 있고,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다
[15].

 
2.2 배우 인지도와 광고효과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유명인을 활용한 광고가 효
과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조건이나 상황에 따
라 유명인 모델이 등장한 광고가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다. 손영곤(2014)은 국내
에서 발간된 유명인 광고 모델 광고효과를 연구한 학술지 
및 학위 논문 77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유명
인 광고 모델의 광고효과가 일반인 모델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명인 모델은 소비자들에게 호의
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데 크게 작용한다고 했다[16]. 

모델의 유명도에 따라 의료 광고 효과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한 연구에서는 유명인 광고 모델이 비유명인 광
고 모델보다 의료 광고의 인지반응 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광고태도와 구매의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7].

뮤지컬 분야에서는 출연배우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관
람객의 뮤지컬 지식수준이나 뮤지컬 유형에 상관없이 공
연 관람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다
[18].

드라마 PPL에서는 드라마 속 출연 배우가 모델에 해
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나 브랜드
가 PPL로 사용될 때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함께 등장하
길 원하는데 영향력 있는 배우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배우라고 할 수 있다. 

김정현(2001)은 소비자들이 TV 광고에 등장하는 모
델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그들에게서 대리만족을 얻
는다고 하였다[19]. 최양호·김봉철(2006)은 미디어 등장
인물에서 나타나는 준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ion)을 TV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모델에 적용시
켜서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동일시, 관심도, 광고 태도간
의 함수관계를 조사한 결과,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TV 광
고에 등장하는 유명인 모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준사회적 작용이 광고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20]. 준사회적 작

용이란 ‘시청자들이 미디어 등장인물과 친숙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 PPL 모델
은 다른 어떤 광고보다 수용자와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PPL은 드라마속 인물과 
스토리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로 인식
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식하기 쉽고, 그렇기 때
문에 인지도가 높은 배우가 나오면 PPL과 브랜드에 대해
서도 쉽게 호감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연구가설 1: PPL관련 배우에 대한 지각된 인지도에 따라 
PPL의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2.3 PPL 효과와 지각된 적합성(perceived fit)의 
    조절효과(상호작용 효과)

PPL 효과는 수용자의 특성이나 수용자의 지각에 의해
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PPL에서 지각된 적합성
(perceived fit)이란 ‘브랜드와 드라마 사이의 조화를 수
용자들이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Yann, Nathalie, & 
Patrick(2016)은 브랜드와 영화 사이의 지각된 적합성
이 브랜드 태도에 있어서 플롯 컨넥션(브랜드가 영화 스
토리에 연결되는 정도)의 영향을 매개한다고 밝혔다[21]. 
즉 영화 플롯에 브랜드가 밀접히 연관될수록 브랜드와 
영화사이의 지각된 적합성이 증가되어 브랜드 태도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영화, 등장인물들과 조
화된 브랜드 배치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지식구조에 브랜드 배치를 더 쉽게 동화시켜 더 호
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객
관적인 적합성(fit) 측면에서는 브랜드의 배치가 스토리
와 잘 조화되지 않을 때 브랜드 기억이 더 잘된다는 연구
가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Yann, Nathalie, & 
Patrick(2016) 연구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지각된 적합
성(perceived fit)을 조절변수로 활용함으로써 그에 따
른 광고효과의 변화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 PPL관련 배우에 대한 지각된 인지도가 광
고태도,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수용
자의 지각된 적합성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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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광고태도,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
김효경·손수진(2010년)은 유명스타 이효리를 모델로 

이용한 광고에서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한 결과, 광고태도의 경우 ‘광고의 호감
도’, ‘스타의 적합도’, ‘광고의 신뢰도’라는 3개의 요인으
로 묶였고, 이에 따른 종속변수인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
와의 영향관계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브랜드 태도 
또한 구매의도에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23]. 김미경·권기준(2014)은 외식기업 PPL
의 광고태도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외식기업의 PPL의 광고태도의 구성요인인 
호감도와 신뢰도는 브랜드태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구매의도에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들의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 PPL의 광고태도와 PPL브랜드태도는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웹드라마 속 배우의 인지도와 드라마 
및 브랜드 간의 적합도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3.1.1 처치물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사용될 처치물을 선정하기 위해 

PPL을 포함하고 있는 웹드라마 중에서 2016년 방영된 
‘시크릿 메세지’라는 작품을 선정했다. 남자 주인공이 인
기 그룹인 빅뱅의 최승현이고 상대역은 일본 여배우 우
에노주리였기 때문에 배우 인지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고, 최근 방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본 사람이 
많지 않아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PPL브랜드는 네이버와 관련된 ‘라인’ ‘네
이버’ 그리고 프린트 용지 ‘더블A’이다. 전편의 드라마에
서 배우의 인지도와 드라마 및 브랜드 적합도의 고저에 
따라 ‘인지도 고/적합도 고’, ‘인지도 고/적합도 저’, ‘인지
도 저 / 적합도 고’, ‘인지도 저/ 적합도 저’ 총 4개의 처

치물을 편집하여 준비하였다. 각 처치물의 러닝타임은 약 
1분 정도 편집되었다. 

3.1.2 사전조사
가설을 검증하기 전, 본 연구에서는 처치물의 조작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였다. 
먼저 배우의 인지도에 대해 저인지도 평균 값은 2.79, 

고 인지도 평균 값은 3.2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5.620 p =.000). 또한 드라마와 브랜드 간 저 적합도 
평균값은 2.97, 고 적합도 평균값은 3.19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t=-3.710 p =.000). 따라서 실험에 사용
된 처치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1.3 본 조사
본 조사는 온라인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한 4개의 처치
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이를 본 후 응답자들이 설문
에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처치물의 드라마를 
보지 않은 참여자를 선별하였으며 설문 참여자에게 처치
물 4 개중 임의의 처치물을 할당하여 응답을 하도록 하
였다. 온라인 설문에 총 452명이 답변을 하였고 인구 통
계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은 219명(48.5%), 여
성은 233명(51.5%)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는 20이
하 68명(15%), 20대 74명(16.4%), 30대 75명(16.6%), 
40대 79명(17.5%), 50대 79명(17.5%), 60세 이상 77명
(17%)으로 나타났다. 

3.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처치물 속 배우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치경·김세화(2011)가 박수연(2010)의 연구를 참
조하여 만든 6가지 항목, ‘주인공을 맡은 배우를 알고 있
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인기가 있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를 믿을 수 있
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를 
적용하였다[25]. 드라마와 브랜드 사이의 지각된 적합성
(perceived fit)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예은·한은경
(2015)에서 사용한 ‘드라마와 PPL 브랜드가 잘 어울린
다’ ‘드라마와 PPL브랜드간 관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
다’ ‘드라마와 PPL브랜드가 상호의존적이다’ 등 3개 항목
으로 측정하였다[26]. 



웹드라마 PPL 효과에 관한 연구 -웹드라마와 브랜드의 지각된 적합성과 배우 인지도와의 상호작용 415
PPL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 PPL의 광고 태도는 
감성은·전중옥·박현희(2014)[27]가 김완석·권윤숙(1997)
의 연구[28]를 참조해 만든 ‘PPL 광고가 좋다’, ‘PPL광고
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이다’ ‘PPL광고에 대해 호의적이
다’ ‘PPL광고가 마음에 든다’ 등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
였다. 

PPL 브랜드 태도는 김유경·최일도·강윤희(2007)의 연
구에서 사용된 ‘PPL광고를 하는 브랜드에 대한 나의 태
도는 좋다’ ‘PPL광고를 하는 브랜드에 대한 나의 태도는 
긍정적이다 ’ ‘나는 PPL 광고를 하는 브랜드에 대해 호감
을 갖고 있다’등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29]. 

마지막으로 구매 의도는 이수범·송민호·문원기·신명희
(2014)[30]가 유창조·안광호·박성휘(2011)[31]와 한성
희·여정성(2007)[15]의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을 수정, 보
완하여 만든 ‘드라마 속의 PPL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졌
다’, ‘드라마 속의 PPL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드라마 속의 PPL 제품 구매를 다른 사람에게 권할 것이
다’ 등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각 변인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배우 인지도 .898, 
적합도 .784, 광고태도 .911, 브랜드태도 .890, 구매의도 
.870으로 모든 변인들이 .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
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
스 회전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
의 요인적재치는 모두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KMO 값이 
모두 .7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배우의 인지도와 드라마 및 브랜드 간

의 적합도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 변량분석방법(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PPL의 광고태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 
인지도의 고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3.283, p=.071). 반면 드라마와 브랜드 간 지각된 적
합도에 따라 PPL의 광고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F=11.542, p=.001). 또한 PPL의 광고태도에 대한 배
우의 인지도와 드라마 및 브랜드 간 지각된 적합도의 상호작

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377, p=.021)(Table 2 
참고). 

Variable Actor Awareness
High Low

Perceived Fit High Low High Low
Value M N M N M N M N

Ad Attitude 3.01 119 2.94 110 3.27 113 2.91 110
Brand Attitude 2.98 119 2.84 110 3.28 113 2.96 11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Source SS df ms F p

Main 
Actor 

Awareness 1.459 1 1.459 3.283 .071
Perceived Fit 5.129 1 5.129 11.542 .001**

Interacti
on

Actor 
Awareness x 
Perceived Fit

2.390 1 2.390 5.377 .021*

Total 4358.938 452
*p<.05, **p<.01, ***p<.001

Table 2. ANOVA Analysis on Ad Attitude

Fig. 1. Interaction of Actor Awareness and Perceived 
Fit on Ad Attitude

다음 PPL브랜드 태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
의 인지도의 고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431, p=.001). 또한 드라마와 브랜드 간 
지각된 적합도에 따라 PPL브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F=14.103, p=.001). 그러나 PPL브랜드 태
도에 대한 배우의 인지도와 드라마 및 브랜드 간 지각된 
적합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24, p=.137)(Table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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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 df ms F p

Main 
Actor 

Awareness 4.791 1 4.791 11.431 .001**
Perceived Fit 5.911 1 5.911 14.103 .001**

Interacti
on

Actor 
Awareness x 
Perceived Fit

.932 1 .932 2.224 .137

Total 4309.444 452
*p<.05, **p<.01, ***p<.001

Table 3. ANOVA Analysis on Brand Attitude

마지막으로 구매의도에 미치는 PPL의 광고태도와 
PPL브랜드 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PPL의 광고태
도(B=.360, t=6.613, p=000)와 PPL브랜드 태도
(B=.399, t=7.168, p=000)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따라서 PPL의 광고
태도와 PPL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드라마를 시청
하는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Interaction of Actor Awareness and Perceived 
Fit on Brand Attitude

Source B sd  β t p
Ad Attitude .360 .054 .345 6.613 .000***

Brand Attitude .399 .056 .373 7.168 .000***
*p<.05, **p<.01, ***p<.001

Table 4. Results of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TV드라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PPL 효

과가 스넥컬쳐로 대변되는 웹드라마에서는 어떠한지를 

배우인지도와 PPL브랜드와 드라마간 수용자의 지각된 
적합성 변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배우의 인지도는 광고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드라마와 PPL 브랜드간 적합성은 광고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의 인지도와 드라마 
및 브랜드 간 지각된 적합성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 
한편, 브랜드 태도는 배우의 인지도, 드라마와 브랜드 간 
지각된 적합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두 변
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광고태도와 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드라마를 시청하는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시청자들은 PPL 브랜드가 드라마 내용과 자연스럽
게 잘 어울리면 그것을 표현하는 연기자가 유명한 배우
가 아니더라도 PPL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높은 구매의도로 연결된다는 것이 증명됐다. 
따라서 제작자나 광고주들이 PPL을 하는 목적이 PPL의 
광고태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 구매를 높이고 
싶은 것이라면 유명 배우를 섭외하기 보다는 PPL브랜드
가 드라마 전체에 잘 녹아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에 보다 
중점을 두면 된다. 만약 PPL 상품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불러 일으켜 높은 구매의도로 연결시키고 싶다면 유명 
배우를 기용해도 되고 PPL 브랜드와 드라마간 적합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둬도 되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
을 하면 된다. 기존의 웹드라마 PPL 연구가 드라마 속에 
배치된 상품의 현저성과 제품 유형, 스토리 품질성 등을 
변인으로 다룬 반면에 본 연구는 PPL이 프로그램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광고라는 특징에 초점을 두어 모델에 
해당하는 웹드라마의 배우 인지도, 브랜드가 드라마 내용 
전개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지를 보는 지
각된 적합성을 변인으로 사용해 광고 효과를 알아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드라마가 장르 특성상 남녀, 
연령대의 영향을 많이 받듯이 드라마 PPL이기 때문에 남
녀 차이, 연령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된 후속 연구
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지
기를 기대한다. 웹드라마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와 협찬인
데 조회수와 이에 따른 광고만으로 제작비를 보전하거나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가 현장에 
있는 웹드라마 제작자들에게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고 학
술적으로는 웹드라마 PPL 관련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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