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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영화에서 마케팅은 관객유치를 위한 수단이다. 제

작자는 소비자가 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도하고, 소비자

는 영화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게 된

다.[1] 영화는 마케팅 측면에서 무형성(Intangible)이

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2]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

는 과정은 스크린을 통해 시각으로 전해지는 이미지

의 자극이다. 따라서 마케팅에서도 관객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관객의 시각과 청각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또한 영화는 경험소비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관객은 영화를 직접 관람하기 이전에는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무형성과 경험소비

재적 특성은 관객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고편은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고 영화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두 가지의 약점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예고편은 광고로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

획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영화라는 상품의 특

수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

적인 광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3]. 예고편은 영

화 흥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

라서 예고편 제작에 대한 기획 및 방법론에 대해 심

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1.2 선행연구

국내 영화산업에서 영화흥행과 관련하여 홍보마

케팅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국내영화산업이 전

문화, 분업화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프로듀싱이

나 홍보마케팅 부분에 관한 사설은 많이 접해볼 수 

있지만, 가장 영화적이면서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인 

영화예고편에 관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4]. 국내

학술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는 예고편에 관한 논문은 

10편 이내로 매우 적다[5]. 이 중에서도 타이포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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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타이틀과 같이 특수한 영역에 대한 논문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

김현정․박영은은 마케팅에서 예고편의 중요성

을 언급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영화 관람객들은 영

화를 보기 이전에 우선 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정보

를 취득하며, 구체적으로는 영화관에서의 예고편과 

포스터를 통해 영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뒤, 관람

할 영화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술하였다[6].

소비자들은 TV광고, 영화 관련 프로그램, 영화전문 

케이블방송, 영화관, 인터넷, SNS, 편의점이나 지하

철에 설치된 스크린 등에서 영화 예고편을 접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영상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예고편

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것은 매체의 발

달로 인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마케팅에서 

영상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는 예고편의 중요성은 더

욱 강조된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에 따른 예고편의 중요성

을 언급한 김건[7]은 영화예고편의 유형과 특성을 연

구하였다. 그의 연구는 예고편을 하나의 콘텐츠로 보

고 예고편 연구에 초석을 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건은 예고편의 내러티브나 화려한 제작기

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본 영화의 이

미지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이끌어내는 이미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예고편 제작 시 가

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본 영화의 장르

나 내용, 컨셉에 맞는 기획설계 그 자체이며 관객의 

눈과 마음속에 어떻게 위치시켜야 할 것인가를 확고

히 해야 하며, 그것이 영화예고편에 함축적으로 잘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예고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

데, 예고편은 짧은 러닝타임(running time)안에 잠재 

관객에게 전달해야 할 구성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표

현해야 한다. 예고편은 관객의 눈을 통해 기억시켜야 

하는 콘텐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고편이 잠

재관객의 눈에 어떠한 장면 구성으로 보여주는지 분

석,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광고로서 영화 예고편

영화 예고편은 영화 제작사가 대중을 상대로 특정 

영화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광고의 성격을 지닌 메

시지이다. 기본적으로 광고란 기업의 유료로 시간과 

공간을 매체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8].

또한, 예고편은 광고로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기획을 필요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는 무

형물, 경험소비재적 특성이 존재하며, 등장인물의 캐

스팅, 연출자 등과 같이 영화 외부의 요소도 존재한

다. 따라서 영화의 특수성, 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분석 및 고찰한다.

2.2 예고편의 시간 구성

예고편은 본 영화의 장면을 축약하는 것만은 아니

다. Fig. 1은 영화<관상>예고편의 구성요소이다.

<관상>의 예고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영

화의 제목, 제목을 설명하는 카피, 감독과 배우의 프

로필, 상영일정, 배급사, 소재, 스토리와 스토리 설명 

등으로 예고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현정․박영은의 연구에 따르면[9] 관객이 영화를 선

택하게 요인은 ‘신뢰가 가는 영화’, ‘TV나 잡지에 

홍보되는 영화’, ‘영화평이나 별점이 높은 영화’, ‘스

토리가 탄탄한 영화’, ‘영상이 좋아 보일 것 같은 영

화’, ‘스토리가 탄탄한 영화’, ‘연예 TV에 영화 제작과

정이 많이 소개되는 영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주 

눈에 띄는 영화’, ‘선호하는 장르’, ‘스케일이 큰 영화’,

‘전체의 내용과 줄거리 및 네티즌의 평가가 좋은 영

화’, ‘재미있는 예고편’, ‘포스터에 간단히 쓰여 있는 

제목과 소개 글’, ‘캐릭터에 대한 느낌’, ‘계절성’, ‘기다

리던 시리즈물’, ‘영화의 배경’, ‘소재’, ‘제작사’, ‘배급

사’, ‘음악, 뮤지컬, 댄스 등 좋아하는 요소가 있는 영

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 요인들은 정형화해서 보

면 주요 선택요인은 ‘내용과 줄거리’, ‘관람 후 평가’,

‘출연배우나 감독의 프로필’, ‘소재’로 나눌 수 있다.

‘관람 후 평가’와 같이 영화가 개봉 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외하면 모두 예고편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들이다.

영화 전문 웹사이트인 맥스무비[10]의 예고편을 

살펴보면 티저 예고편, 캐릭터 예고편, 특별예고편,

1차 2차 예고편, 메이킹 필름, NG커트 등 예고편의 

종류도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고편은 30초

에서 2분 이내로 짧은 러닝타임(running time)으로 

제작된다. 예고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하며 어떻게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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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2.3 커트(cut)의 리듬

리듬은 음악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현대 영어 사

전에서는 리듬을 “소리 혹은 움직임의 규칙적인 시

리즈, 혹은 조수(潮水)나 계절, 혹은 신체에서 일어나

는 것과 같은 변화의 정규적인 형태”로 정의한다. 위

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리듬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주기성’, ‘연속성’, 그리고 ‘변화’와 같은 단어들을 포

함한다[11].

음악의 리듬은 청각적 리듬이지만 영화와 같은 영

상에서도 시각적 리듬이 존재한다. 타 예술분야의 리

듬과 비교하여 샷과 샷을 이어붙이는 ‘편집’이라고 

하는 매체 적 특성과 결부되는 것도 영화영상의 리듬 

특성이다. 하버트 제틀은 심리적 클로우저를 설명하

며 다음과 같이 시각적 리듬에 대해 언급하였다. “세 

가지 심리적 클로우저의 원칙(인접성, 유사성, 연속

성)은 모두 시각적인 리듬을 찾으려는 본능 때문이

다.” 음악의 리듬은 박절적이기 때문에 매우 규칙적

인 반복을 바탕으로 하지만 영화영상의 리듬은 그렇

지 못하다. 우리가 영상이 샷의 시간배분에 있어 수

치적으로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리듬을 느끼고 다음

에 오게 될 패턴을 예측하며 리듬구조를 파악하는 것

은 바로 그가 언급한 심리적 클로우저 때문이다[12].

한편, 커트(cut)는 ‘필름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행

위’, ‘편집 방법’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샷(shot)과 같은 ‘한 장면’으로 의미를 줄여 사

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커트의 

리듬이란 커트의 ‘주기성’, ‘연속성’, 그리고 일정한 

‘변화’를 이야기한다. 다만, 리듬을 길이라는 단순한 

속성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수신자가 느끼는 리듬에 

대한 지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리듬은 관객의 

지각적 요소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예고편 영상은 카

메라 이동, 등장인물의 움직임, 타이포그래피 등 시

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

문에 커트의 리듬을 도출해 내는데 있어서 다소 주관

적인 한계가 있다.

Fig. 2는 <고산자: 대동여지도>예고편의 구성을 

커트의 프레임 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커트

의 구성은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커트의 리듬’이 발견된다. Fig. 3은 Fig. 2

에서 A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예고편의 장면이다. (a)

에서부터 (c)는 김정호가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었고,

(d), (e)는 김정호가 관군에게 포박당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마지막 (f)에서 텍스트로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다. (a)부터 (f)까지의 프레임 수는 순서대로 18,

23, 27, 27, 37, 40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점점 프레임

수가 많아지면서 빠른 커트에서 점차 느린 커트로 

Fig. 1. Component of <Physiognomy, 2012>'s tr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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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린 커트에서 설명문

이 등장한다. 예고편에서 Fig. 2의 A영역과 같은 부

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e)와 (f)는 실사 장면

에서 텍스트 장면으로 전환이다. 신승윤의 연구에서 

영상에서 샷 길이는 객관적 시간의 개념이지만 다양

한 조합으로 배분된 샷 밀도의 변화에 따라 관객에게 

주관적 시간으로 느껴지게 된다고 말한다[13]. 실사 

장면으로 구성되던 예고편이 텍스트 중심의 장면으

로 전환될 때, 관객은 같은 시간이어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마케팅 관점에서 소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

법으로 적응 수준을 이용한다. 마케팅에서 적응 수준

이란, 소비자들이 자주 반복되는 자극에 더 이상 주

목하지 않게 되는 수준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새롭지 

않고 자주 반복되는 광고에 대해 그들의 주의수준을 

낮추게 되므로, 결국에는 그 광고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한 패턴으로 광고주들은 

주의를 끌고 차별성을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전형

적인 광고 캠페인의 목적은 주의를 끌기 위하여 대조

는 소비자의 적응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14].

실사 장면으로 구성된 빠른 커트들의 나열은 이 적응 

수준을 낮추는 과정이고 텍스트 중심의 장면 전환은 

해당 커트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

은 예고편 전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듬에서 ‘변

화의 정규적인 형태’로 본다.

정리하면 불규칙해 보이는 그래프를 면밀하게 분

석했을 때, 커트의 ‘연속성’, ‘주기성’, ‘규칙적인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것을 커트의 리

듬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마케팅 관점에서 영화의 

특수성, 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시간적 구성을 분석한

다. 그리고 예고편을 구성하는 커트의 리듬을 유형화

하고 고찰한다. 매년 약 150편이 넘는 개봉작이 상업 

한국 영화가 개봉한다. 모든 예고편을 분석하는 것

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앞서 김현정․박영은의 연

구에서 드러났듯이 예고편은 관객이 영화를 결정하

는데 영향력을 미친다. 즉, 예고편은 흥행 성적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 통합전산

망의 자료에 따라 2016년 7월 1일 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누적 관객 수가 높은 한국 상업 영화 20편

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15].

영화 예고편은 전달되는 매체에 따라 형식이나 러

닝타임 또한 다양하다.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메인 예고편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메

인 예고편이 없는 경우에는 1차 예고편으로 분석한

Fig. 2.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frames. 

- <The Map Against the World, 2016> Trailer.

Fig. 3. Composition of cut in <Fig. 2 are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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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고편을 구성하는 커트의 프레임을 측정하고 커

트의 시간적 흐름을 그래프로 표기한다. 예고편의 러

닝타임은 각기 다르다. 따라서 표기는 백분율로 한

다.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는 영화 예고편은 초당 

23.976프레임을 가지므로 23.976프레임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3. 분석 결과 및 고찰

3.1 주요 관람 요인의 강조

분석한 예고편 20편 커트의 평균 프레임은 28.8프

레임으로 약 1.18초의 길이를 가졌다. 가장 짧은 프레

임은 4프레임으로 0.16초의 길이를 가졌다. 10프레임 

이하의 아주 짧은 커트는 <밀정>, <조작된 도시>와 

같이 액션, 범죄 장르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10프

레임 이하의 짧은 커트들은 예고편의 후반부에서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커트의 평균 프레임

이 1초 미만인 <조작된도시>, <마스터>, <공조>는 

액션, 범죄 장르로 액션 장르는 타 장르에 비해 상대

적으로 짧은 커트의 길이로 빠른 템포로 예고편이 

제작되었다.

가장 긴 프레임은 296프레임으로 12.3초의 길이를 

가졌다. <노무현입니다>의 장르는 다큐멘터리로 커

트의 평균 프레임은 47.41으로 다른 영화 장르에 비

해 긴 커트의 길이로 나타났다. 또한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뒷모습과 

개봉일자가 함께 나오면서 12초가 넘는 길이를 가졌

는데, 다큐멘터리는 상대적으로 느린 템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고편의 커트수와 시간분배를 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커트의 프레임 수에 따라 굴곡 곡선이 불규

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리듬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앞서 언

급했던 잠재 관객의 주요 관람 요인으로 4가지를 언

급하였다. 그 중 ‘관람객의 평가’를 제외한  ‘내용과 

줄거리’, ‘출연배우나 감독의 프로필’, ‘소재’는 예고

편에서 리듬의 변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크리스토프 코트에 의하면 영상정보는 짧은 시간

에 지나가기 때문에 강화되지 않으면 쉽게 희미해져

Table 1. Analysis Overview

Movie
Total number
of frames

Number
of cuts

Average frame
of cut

Minimum
frame

maximum
frame

Train to BUSAN 2417 96 25.17 8 82

Confidential Assignment 2280 98 23.26 5 55

The Age of Shadows 2514 80 31.43 9 86

Master 2023 96 21.07 4 72

Tunnel 2782 94 29.60 8 80

Operation Chromite 2402 97 24.76 7 70

LUCK-KEY 1543 52 29.67 8 111

The Last Princess 2712 87 31.17 7 186

The King 1947 69 28.21 10 69

Pandora 1995 71 28.09 8 75

MY ANNOYING BROTHER 1845 54 34.17 6 71

The Prison 1994 79 25.24 6 71

Asura : The City of Madness 2182 85 25.67 7 76

The Sheriff in Town 2594 91 28.50 9 96

Fabricated City 2112 100 21.12 4 78

New Trial 2206 80 27.57 11 111

Seondal: The Man who Sells the River 1893 75 25.24 12 63

Familyhood 1570 41 38.29 14 181

OUR PRESIDENT 2845 60 47.41 13 296

The King's Case Note 1943 84 23.13 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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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없어진다고 한다[16]. Fig. 4의 강조 영역은 잠재 

관객에게 전달해야하는 주요 관람 요인에 대해 집중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Fig. 4의 강조영역

에서 위쪽으로 치솟는 부분은 평균 프레임인 28.8프

레임을 훌쩍 넘는 50프레임 이상의 커트들이다. 반대

로 그 이전의 커트들은 낮게 분포되어 있으며, 10∼20

프레임 사이의 짧은 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Fig.

4에서 50프레임의 이상의 커트들은 메인 카피, 사건

의 발단, 주인공의 프로필, 타이틀로 이루어져있다.

도입의 제작, 배급사의 커트를 제외한 전반부의 50프

레임 이상의 커트는 사건의 발단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영화 장면으로 빠른 진행을 보이다가, 메인카피,

주인공의 프로필에 주의를 끌게 하는 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고편에서 공통

적으로 타이틀과 개봉일은 극후반에 위치시킴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조는 분석한 20편의 예고편에서

총 75회 이루어졌다. 정리하면, 분석결과에서 잠재관

객의 주요 관람 요인을 강조하기 위한 커트의 규칙성

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성을 가진 커트 리

듬은 예고편 전반에서 구조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3.2 하강 구조 

Fig. 5의 그래프는 초반에 평균보다 긴 커트로 구

성되어 있고, 중반엔 초반보다 더 긴 커트들이 구성

되었으며, 후반에 평균값 이하의 짧은 커트들로 이루

어져 있다. 이 예고편들은 집중력이 높은 전반부에서 

주의를 끈 뒤, 적응 수준이 한참 낮아진 중반부에서 

긴 커트들로 환기를 한 번 시킨 뒤, 좀 더 빠른 템포로 

적응 수준을 끌어올리는 구성하는 것이다. 경사 그래

프 형태를 띄고 있는 예고편들은 아이드마 법칙과 

유사한 구성[주목-흥미-욕구-기억-행동]으로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적응수준이 높은 초반부에 영화의 소재와 톤으로 

예고편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며, 중반부 긴 커트와 

함께 메인 카피로 집중시키고 초반부보다 빠른 템포

로 몰입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Fig.

5의 예고편은 커트의 속도 변화가 정규적인 하강 형

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가 구조화 되어 예고편 

전반의 리듬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의 예고편은 제작되는 영화만큼 존재하며, 매

체별, 목적별로 몇 배의 예고편이 제작된다. 연간 약 

150편 이상의 한국의 상업 영화들이 제작되는 반면 

(a) (b)

(c) (d)

Fig. 4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frames and Accent area. Train to Busan(a), Master(b), Seondal: 

The Man who Sells the River(c), The King's Cas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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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에 성공한 20편의 예고편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

우 위험하다. 또한 청각 리듬과는 달리 시각 리듬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며 느끼는 리듬감은 주관

적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

로 영화의 흥행 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듬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목-흥미의 단

계를 끌어내기 위해 리듬이 빨라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더 많은 분석 대상으로 

예고편의 리듬을 연구한다면 좀 더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르별, 제작사

별, 연도별로 세분화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예고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TV광고, 영화 관련 프로그램, 영화전문 케이블방

송, 영화관, 인터넷, SNS,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

된 스크린 등 영상 매체의 증가에 따라 예고편을 접

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것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영상으로 잠재 관객에게 전달되는 예고편의 

중요성은 더 증폭될 것임이 틀림없다. 영화 상품은 

시간 소비재로서 관객이 영화 관람을 위해 스스로 

영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예고편이 가지는 정보

들은 영화 관람 요소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인 하이리스크를 영화도 

지니고 있다. 예고편은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예고편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광고수단이기 때문에 기획단계

에서 세밀한 구성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예고편 및 영화 마케팅 기획 및 제작방법론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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