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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댄스바이럴 융합 광고에서 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바이럴과 댄스, 그리고 안무요소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댄스바이럴 영상은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5년 출시된 동아오츠카의 <오로나민C> 광고는 출

시된 해 큰성과를거두었으며, 중독성있는 CM송과댄스로 광고상을 수상한 바있다. 이에 분석대상으로 <오로나

민C> 2015년에서 2017년도 광고를 선택하였다. <오로나민C> 광고 분석결과는 댄스코믹양식의 특징인 간단하고

반복적인 상황연출로 이루어졌으며, 동작은 간결하고 비슷한 유사성과 반복성으로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공간 이동

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고, 안무대형은일렬대형이주류를이루었으며, 군중이모인경우, 원과 V구도 대형이나타

났다. 공간 구성은 1인칭 시점이 주를이루었다. 댄스바이럴 <오로나민C> 광고에서댄스는 전문가적인댄스보다는

단순하고 쉬운동작들로구성된간결하고 반복적인 요소가 어필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댄스바이럴에서댄스는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과 등장인물 수가 적게 나타날 때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 댄스, 바이럴, 동작, 반복, 공간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dance in dance viral convergence advertising. Dance viral

images appeal to a wide range of consumers. Especially, Dong-A Otsuka's Oronamin C ad released in 2015

achieved great results and won an advertisement award with an addictive CM song and dance. So this

study selected the advertisements of Oronnamin C from 2015 to 2017 for its analys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analyzed through the element of dance choreography and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Oronamin C> ads showed that they were made of simple and repetitive situations,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dance comic style. There was little shift in space, choreography was mainly based

on one straight line but with a crowded group, circle and V-shape appeared. Spatial composition was

mainly first-person point of view. In the dance viral ads <Oronamin C>, dances were composed of short

rhythmic phrases with simple and repetitive elements, eliminating complicated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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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댄스바이럴영상은유아부터성인까지다양한계층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특히 춤과 댄스를 결합한

바이럴 영상들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부터 코믹댄스

까지다양한댄스가담긴영상들을제작하여공개함으로

써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댄스가 광고와 융합

되어광고의다양성(Diverse)을 확대하고, 역동성넘치는

에너지(Dynamic)를 표현하여소비자들에게색다른즐거

움(Delight)을 보여주었다[1]. 이러한 바이럴댄스 광고로

는 대상 미원광고인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픽(Pick) 미

원’, 켈로그코리아 광고인 개그맨 양세형의 ‘첵스쵸코 쿠

키앤크림’, 동서식품광고인마동석과아역배우의 ‘마요

미와오레오댄스편’, 르까프광고인이서진의 ‘추억의광

고대전’, 혼다코리아광고인양정원의 ‘HR-V’ 등이있다.

댄스바이럴은 다양한 광고에서 영상으로 제작되어 소비

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광고하는

특징을 보인다[2]. 소비자들은 특히 중독성 있는 댄스를

패러디하여직접유튜브나블로그를통해유포하면서댄

스바이럴영상의인기가확대되고증폭시키는 현실이다.

이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다시 패러디한 댄

스바이럴 영상들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댄스바이럴은 광고 주체를

위해서인식하는것이아니라댄스바이럴자체의역동성

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광고는 정보화사회의 논

의의 틀 속에서 기술결정론과 시장자유주의, 그리고 포

스트모더니즘을반영하여커뮤니케이션하고있다[3]. 하

지만댄스바이럴광고에서나타나는현상은주체의기능

이나 비판적 시각, 그리고 정보의 파악보다는 지적 무방

비상태로들어가수동적으로받아들이고나서능동적으

로 행동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빠

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이럴 광고와 댄스

의 융합은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주목하게 만든다. 그

러므로 이 연구는 댄스바이럴 융합 광고에서 댄스가 소

비자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고자하는데목적이

있다.

1.2 이론적배경
1.2.1 바이럴

‘바이럴(VIRAL)’이란 SNS 콘텐츠가 바이러스

(VIRUS)가 퍼져나가듯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

는 단어로, 마케팅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6]. 바이럴

영상광고는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메시지나 요소를

생성하는데 목적이 있다[7]. 전염성이 강한 메시지는 제

품자체에서보여주는정보나기술력에서나타나는것이

아니다. 자극적이고 열광적인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

소비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유하게

만드는것이바이럴광고의특징이다[8]. 바이럴콘텐츠를

창조하라에서바이럴콘텐츠는공감할수있는스토리텔

링과 유머, 그리고 공유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대중에게

공유될수있다고보았다[9]. 이는 바이럴에서가장중요

한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럴 기능으로 입소문

을 불러 일으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6가지 요소를

독특(unusual), 금기(taboo), 유쾌(hilatious), 엉뚱

(outrageous), 비밀(secret), 그리고 주목(remarkable)의

요소 중에서 최소 하나의 특성을 지닌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 바이럴은 여러 요소가 접목

된형태가아닌간결하게하나의특성을제대로개성있

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럴 영상에는 많은 정보

보다는 단순한 것이 소비자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으

며다양한연령층에게쉽게해석할수있고, 흥미를유발

해 낸다고 하였다[10].

1.2.2 댄스바이럴
댄스바이럴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인 개념은 있지 않

고 댄스와 바이럴을 같이 묶은 합성어로 보아야한다.

21세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예술이 보편화됨에 따

라 많은 예술 영역들이 서로 통합되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매체와 장르를 혼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고에서 나타나는 댄스를 살펴보면 신체언

어 표현으로 소비자들에게 물리적, 정서적 몰입과 흥미

를 유발한다.

1.2.3 댄스
1) 안무요소

안무요소는 육체의 가능성에서는 수축․이완․뻗기,

육체의 연결성에서 휘기․펴기․돌기․이동, 육체의 분

절에서결합․분리가있다. 동작의가능성은중심․주변,

원심․구심, 대칭․비대칭, 대립․유사, 결합․분리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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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구성에서는 넓이․깊이․높이와 방향성에서 수

평․수직․사선․곡선이 있다[11].

2) 안무특성

안무특성은 통일성(unity), 연속성(continuity), 변화

(transition), 다양성(variety), 반복성(repetition)[12]으로

나타난다. 동작의 작은 단위인 프레이즈의 구성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무특성이 전개된다. 이를 정서적으로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위해서는 중요한 프레이즈움직임을

관객에게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상징적 언어로 접근

하여 관객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전개하고 강조해야한다.

3) 안무양식

안무양식에는 재즈(jazz), 서정적(lyric), 코믹(comic),

기하학적(geometric)양식이있다. 재즈양식은스텝, 동작,

패턴등에서에너지와리듬감이살아있고활기찬동작과

예리하면서 부드러운 동작이 주를 이룬다. 서정적 양식

은부드럽고잔잔한동작위주로고전발레와유사한점

을 가지고 있다. 코믹양식은 복잡한 형태의 동작보다는

간단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미있는 상황연출에

서 안무요소가 특이한 배열을 이룬다. 기하학적 양식은

추상적양식으로어떠한의도나느낌보다는순수하게동

작만을 표현하는 형식이다[12]. 안무양식에서 극적동기

를표현할때작품성격에맞는전체적인분위기와주제

를 구체화 시켜야 감성적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다.

4) 안무대형

안무대형은다이아몬드 구조, 일렬대형, 두 줄의 일렬

대형, V구도와 역 V구도, 원 대형이 있다[13]. 안무대형

은 대칭적이거나 구조적 대형을 사용함으로써 명확하게

전달하는 정서적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시각적인 측면

에서 응집과 방출 그리고 정렬을 통한 대형에서 나타나

는 정서적 기능이다.

1.2.4 미디어 시대의 댄스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발달은 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복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학적 개념, 테크닉, 창

의적안무등원본과표절들사이에서고민하게된다. 특

히댄스가무용수의움직임만을보여주는시대에서테크

놀로지의 발달로 무용수와 카메라가 같이 움직인다. 더

이상 댄스 자체가 아닌 과장되어지는 동작과 시간의 흐

름을분절하거나느리게왜곡시키는편집의영역으로발

전한다[14]. 이제 미디어시대의댄스는현실세계의무대

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장소적 특징을 가진다. 이는 미디

어에서안무가와무대연출, 그리고감독, 영상디자이너들

사이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댄스 요소를 만들어

간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서론에서 먼저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바이럴 광고에서 댄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인가? 어떠한요소들이소비자들에게강하게자극시

키고 어필하였는가? 이러한 점들을 바이럴과 댄스바이

럴, 그리고 댄스 구성요소들을 통해 이론적 분석툴로 사

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2015년 출시된 동아오츠카의 ‘오로나

민C’ 광고이다. 이 제품광고는출시된해 100억원의매출

을 기록했고, 출시 2년만에 200억원대의 매출을 돌파했

다. 이광고는중독성있는 CM송과댄스, 한번보면눈을

뗄수없는흡입력있는광고로화제가된오로나민C 광

고. '깨방정춤', '전현무'댄스로 화제가 된 이 광고는 수

많은 패러디물을 양산하며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다[4].

또한 이 광고는 2016년 서울영상광고제에서 금상을,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광고음악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바있다[5]. 이에 <오로나민C> 광고를통해댄스

바이럴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2015년 오로나민C 댄스바이럴 분석 
[Fig. 1]에서 나타난 2015년 영상에서안무요소에서는

최대치의 수축과 이완, 뻗기는 나타나지 않고 편하게 움

직일수있는만큼의동작이나타났다. 동작은빠른스텝

으로약간의이동과반바퀴정도의돌기가있었으며, 대

칭적이며유사한움직임으로빠르게나타났다. 공간구성

에서는 넓이보다는 깊이감이 있는 1인칭 시점공간이다.

안무특성은등장인물들댄스에는각각다양한동작들

이나타났다. 주로 오로나민C를 한손에든인물은비대

칭적 동작이 나타났고, 양손에 든 인물은 대칭적 동작이

나타났다. 오로나민C를들지않은인물은육체의분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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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onamin C 2015

는 동작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작의 폭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임으로 통일성이 보였고, 같은 동작이 반

복적으로 연속성이 나타났다. 안무양식은 코믹양식으로

간단한동작이반복적으로나타났으며, 다양한장소에서

재미있고 활기찬 다양한 인물들의 댄스가 등장했다. 안

무대형은 한명일 경우 중심에서 배경에 인물이 있을 때

는 사선구조로 뒤쪽에 나타났으며 많은 인물이 등장한

경우는 V구도대형이나타났다. 이러한점은관객들에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과 다양한 인물들과 장소에서

대중과같이하는댄스가나타났고, 특히사선구조에서는

앞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댄

스가이루어져마치전문가와일반인들의댄스를상상하

게 하는 재미를 추구했다.

3.2 2016년 오로나민C 댄스바이럴 분석 
[Fig. 2]에서 나타난 2016년 영상에서 동작은 최대치

의수축과이완, 뻗기는나타나지않고편하게움직일수

있는 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동에서는 빠른 스텝

으로 거의 제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자리 이동이 이루어

[Fig. 2] Oronamin C 2016

지는경우로는전현무와홍진영이스텝하면서옆으로이

동이 나타났고, 마지막에 전현무가 반 바퀴 정도의 돌기

가 있었다. 동작은 짧고 반복적이며 대칭적으로 유사한

동작이나타났으며, 공간구성에서는1인칭시점공간이었다.

안무특성은 남성인물들 댄스에는 오로나민C를 한 손

에들고댄스가이루어졌고대칭적이고반복적인동작들

이 나타났으나, 오로나민C를 따는 동작에서는 비대칭이

나타났다. 여성인물들댄스동작에서도마찬가지로대칭

적이고 반복적인 동작들이 나타났으나, 오로나민C를 가

리키거나 따는 동작에서는 비대칭이 나타났다. 동작의

폭은모든인물들이비슷하게움직임으로통일성이보였

고, 같은 동작의 반복성으로 연속성이 나타났다.

안무양식은 코믹양식으로 간단한 동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한 장소에서 재미있고 활기찬 인물들의 댄

스가 등장했다.

안무대형은일렬대형이주류를이루었고마지막에많

은 등장인물들에서는 원 대형이 나타났다. 2016년도는

2015년도에비해안무가어려워진댄스배틀로관객들에

게 코믹한 양상을 활기차게 어필하는 형식으로 어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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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2015년 광고에서 많은 관객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보다 코믹하

고 활기찬 영상을 보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3.3 2017년 오로나민C 댄스바이럴 분석 

[Fig. 3] Oronamin C 2017

[Fig. 3]에서 나타난 2017년 영상에서 동작은 최대치

의수축과이완, 뻗기는나타나지않았다. 느리게반복적

으로 절제된 움직임이 나타났다. 육체의 연결성에서는

스텝이없이옆모습에서제자리에서상체의움직임만나

타난다. 동작은 짧고 반복적이며 대칭적으로 유사한 동

작이 나타났다. 공간구성에서는 1인칭 시점공간으로 나

타났다.

안무특성은오로나민C를양손에들고댄스가이루어

졌고 대칭적이고 느리게 반복적인 동작들이 나타났다.

동작의 폭은 느린 템포에서는 동작의 폭이 컸으나 빠른

템포로 갈수록 동작의 폭이 작고 간결했다. 특이한 점은

등장인물들의 움직임보다는 타이포그래피의 움직임이

댄스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에 맞춰서 인물들이 움직임

으로써 통일성이 보였고, 같은 동작의 반복성으로 연속

성이 나타났다.

안무양식은 코믹양식으로 간단한 동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에서절제된표정과댄스가나타났다.

안무대형은일렬대형이주류를이루었고마지막에많

은 등장인물들에서는 V구도 대형이 나타났다.

2017년 광고는 2015년, 2016년에비해활기찬댄스역

할이 축소되었고, 대신 장소적인 특성인 도서관의 조용

함과 활력을 주는 요소로 상품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4. 결론 
이 연구는 댄스바이럴 광고에서 댄스가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댄스에서는

과장된 동작은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따라할수있는정도의동작이주를이루었다. 공간이동

은거의제자리에서스텝을하는경우가가장많았고, 스

텝을 하지 않는 동작이 나타났으며, 적게는 좌우로 이동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광고에서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

는 단순성(simplicity)과 명료성(clarity)을 잘 나타내고

있다[15]. 안무특성에서는 오로나민C를 한 손에 든 경우

와두손에든경우에대칭과비대칭이나타났으며, 동작

의 폭이 비슷한 유사성을 보였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통

일성을유지하였다. 안무양식은코믹양식의특징인간단

하고반복적인동작으로상황연출이이루어졌다. 안무대

형은 한 명이 등장할 때는 중심에서 나타났고, 일렬대형

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군중이 모인 경우는 원과 V구도

대형으로나타났다. 공간구성은 1인칭시점이주를이루

었다.

오로나민C 광고에서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

년 광고에서는다양한장소와인물들이반복적인음악에

맞춰서 경쾌한 댄스가 나타났다. 2016년은 야외의 한 장

소에서 남성과 여성의 댄스 배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다양한인물들이다함께활기차고경쾌한리듬의댄스가

나타났다. 2017년에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리듬이 점점

빠르게진행하는형식으로절제된동작과표정으로인물

들보다 상품 정보 타이포그래피의 움직임이 돋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5년 댄스는 일상적 인물을 위주

로 편안한 댄스를 추구했다면 2016년 댄스는 보다 전문

적인 동작을 요구하는 댄스 배틀이 이루어졌다. 2017년

댄스는 동작이 보다 더 단순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

면오로나민C 상품의등장은 2015년에는단순히들고있

다가마지막에마시는동작으로보여주었다. 2016년에는

상품과 댄스를 연결시켜 상품을 따고 소개하는 액션이

나타났다. 2017년에는 상품 정보에 대한 카피가 주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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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하였고 댄스보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은 바이럴 광고에서 나타나는 재미와

흥미를배가시키는것보다상품정보에보다치중하였다.

이것은바이럴광고에서큰효과를볼수있는노출빈도

대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광고성과를 나타내는[16]

점에 대해 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모바일광고 이

용률이점점증가하고확대되는현실에서수동적인소비

자들은 점점 능동적인 소비자로변화되는[17] 점은 바이

럴광고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댄스는 이제

TV프로그램, TV광고, 영화, 비디오, 공연 등 많은 콘텐

츠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8]. 특히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SNS등에서 데이터를 수집[19]하여 공유하는

요소로서댄스바이럴영상은웃음을유발하는요소를강

하게 어필하여야 한다. 댄스 바이럴 영상에서 댄스는 복

잡한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하며 반복적인 요소가 리듬

감있는짧은프레이즈로구성된형태를보여야한다. 상

품보다는재미있는댄스가다양한콘텐츠로개발되어소

비자들에게 공감하고 공유하는 정서적 콘텐츠로 발전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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