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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영화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럴 영상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바이럴 영상은 네

티즌의 입소문에 근거하여 영화를 미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며 그 유형은 크게 인터뷰, 거짓뉴스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럴 마케팅과 연관되어 결국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영화산업에서 사용되는 바이럴 영상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럴 영상의 기존 영화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의 스토리기

반 바이럴 영상에 대해 알아본다. 스토리기반 바이럴 영상은 제작에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SNS점유율에 따른 특성도 고려되어

야 한다. 기존의 인터뷰나 뉴스보다는 새로우면서도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도 

발전방향을 알아보아야 한다.

키워드: 바이럴 영상(viral video),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스토리 기반 (story based)

I. Introduction

바이럴(Viral) 의 사전적 의미는 “바이러스성의”, “바이러스에 

의한”이다. 즉 어떤 정보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는 의미이

다.[2] 이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아닌지는 차후 문제이다. 특히 

영상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영상은 SNS가 활성화된 요즘 

주목을 받는 홍보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이럴 광고의 

현상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바이럴 

광고에 사용되는 바이럴 영상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었다. 제품광

고, 회사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최근 르노삼성의 

QM6 4WD 바이럴 영상인 “이병헌 VS. 이병원 절대 만나선 안 

될 두 남자가 만나게 된 이유”[4]라는 영상은 재미난 스토리를 기반으

로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통한 확산 목적을 이루어 수십만 명이 이 

영상을 보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나타내서 큰 광고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Fig. 1. 르노삼성 QM6 4WD 바이럴광고 / 신문기사

이중 영화 쪽에서의 바이럴 영상은 영화의 개봉 전 홍보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바이럴마케팅을 적용한 최초의 영화는 The 

Blair Witch Project (1999)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시작부분에 

“1994년 10월에 3명의 영화학도가 메릴랜드 주 버킷스빌 숲에서 

촬영 중 사라졌고 1년 후 그들이 촬영한 필름이 발견되었다.” 라는 

자막으로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포장을 한 것이다. 이 영화는 

7천만 원의 투자로 2,9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어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 영화의 경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에서 주제가에 대한 UCC를 사전 공개해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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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바이럴 영상이 화재이다. 트워터를 통한 영화마케팅에 대한 효과적

인 마케팅방향을 알아보는 연구도 있었다.[1]

Fig. 2. 옥자의 바이럴 영상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국내의 경우 바이럴 영상은 현재 인터뷰라거나 뉴스영상과 같이 

거짓정보 영상을 통한 흥미 유발에 그치고 있다. “옥자(2017)”에서 

나타난 것처럼 루시미란도의 인터뷰 영상이나 정체불명의 거대동물이 

나타난다는 뉴스 영상이 예를 들 수 있다.  외국 영화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Prometheus(2012)에서 출연진의 인터뷰라거나 마션(The 

Martian-2015)에서 맷데이먼의 인터뷰영상을 들 수 있다.  인터뷰나 

뉴스 외에  스토리를 살린 바이럴 영상의 예로는 Guardians of the 

galaxy(2017)에서 촬영소품을 파는 홈쇼핑 광고라거나 Carrie(2013) 

의 초능력 몰래카메라 바이럴 영상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바이럴 

영상이라 할 수 있다. 겨울왕국(2013)에서 “Let it go” OST를 바이럴 

영상 대신 활용하여 10억뷰 이상의 큰 인기를 거둔 것도 한 예이다.

Fig. 3. Guardians of the galaxy/Carrie바이럴 영상

III. The Proposed Scheme

바이럴 영상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구심을 이끌어내는 기존의 방식은 이제 새로운 

방식의 바이럴 영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영화가 가진 스토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영화가 가진 스토리에 기반을 둔 바이럴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영화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이에 따라 홍보효과도 커지게 된다. 물론 이런 

바이럴 영상을 제작하려면 상당히 많은 단계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틀과 다른 바이럴 영상 제작이 필요하다. 겨울왕국의 

사전 배부된 “25개국 Let it Go”의 성공이 그 한 예이다. 셋째, 

바이럴 영상 제작 시 가장 즐겨 쓰는 SN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카카오톡(37.2%), 페이스북(31.8%), 카카오스토리(12.7%), 트워터

(6.1%)[5] 등의 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Conclusions

영화에서 적용되는 바이럴 영상에 대해 알아보았고, 향후 방향인 

스토리기반의 바이럴 영상 제작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았다. 바이럴 

영상은 SNS를 기반으로 한다. 향후 SNS 활용이 가장 많은 년령 

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바이럴 영상의 발전 

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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