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9.19.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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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웹드라마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접근단계 분석과 광고 노
출빈도 측정을 통해,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웹드라마 시장의 점유율
을 확인하고 접근단계와 광고회피를 바탕으로 채널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신 콘텐츠에 대한 접근
단계는 2~3단계이며 접근단계로 인하여 사용성이 낮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메인페이지나 검색결과에 노출되
지 않아 디렉토리 검색이 필요한 경우 5~6단계의 접근단계가 필요하였다. 광고는 모든 플랫폼에서 2개 이상
의 이미지광고가 표시되며, 유튜브와 네이버tv는 동영상 플레이어 내부에서 영상시작 전 프리롤(Pre-roll) 광
고를 표시하는 것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정보구조 상에서 디렉토리 검색을 하는 경우 높은 
접근단계와 많은 광고노출로 사용자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재방문 빈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드롭다운(Drop-Down) 메뉴를 활용하여 접근단계를 줄이는 정보구조 개선 프로토타입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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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is enhancing usability of online video platform by analyze link-depth and 
advertisement frequency. In this study, researcher checked market share of video platform which 
publishing web-drama, and compare their link-depth and advertisement frequency. As a result, access 
to the latest content has two to three link-depth. So it does not worsen usability. but, if contents 
doesn't show on main page or search result, it requires more than five to six steps. Image 
advertisement show up more than twice on every platform. ‘Youtube’ and ‘Naver TV’ show up pre-roll 
video advertisement in video player before offering contents. In this video platform information 
structure, directory searching needs high link-depth level and advertisement frequency. It will increase 
user’s bounce rate and decrease return visit rate. So researcher suggests prototype using drop-down 
menu to reduce link-depth and enhance inform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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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낵 컬쳐(Snack Culture)와 실시간 미디어가 LTE 
통신망의 발전과 고성능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모바
일 시장의 미디어로 중심을 잡고 있다. 게임, 웹툰 그리
고 웹드라마를 비롯한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스낵컬쳐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1] 웹드라마는 기존 TV드라마 서
식을 모바일 플랫폼에 맞추어 적용시킴으로써[2], 적은 
자본으로 파급력을 만들었다. 웹드라마 콘텐츠들은 일회
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무한 복제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을 찾거나 추천받아서 소비하는 양상으로 확
산된다. 

국내 웹드라마 제작사들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
트의 동영상 서비스와, 블로그 등에서 배포하기 시작하
였다.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의 등장으로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매체가 포털에서 SNS로 
변화하는 시점에 웹드라마 제작사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공식 채널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였다. 이 과
정에서 소비자들은 사용하기 편리한 채널을 선택하며 이
용 방법을 학습함으로 점차 익숙해져서 해당 웹드라마가 
다양한 채널에서 서비스 되더라도 자신에게 익숙한 채널
에서 웹드라마를 소비한다. 김정기는 이러한 뉴미디어가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 경쟁·대체·보완을 어떻게 하는가
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3], 이용
과 충족 이론을 연구한 박종구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희
소한 이용자 주목을 놓고 경쟁하는 다매체 환경에서 미
디어 이용자들은 사회, 심리적 필요에 따라 특정한 미디
어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유사
한 미디어 간에는 필연적으로 경쟁 관계가 형성된다고 
서술하였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6월 29일 서비스되기 
시작한 웹드라마 <연애플레이리스트 2>의 사례를 이용
하여,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배포 채널들의 정보 구조를 
접근단계(Link Depth) 개념으로 분석하고, 광고 노출 
빈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웹드라마 
웹드라마는 웹(web)과 드라마(drama)가 합쳐진 단어

이다. TV가 아닌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를 의미로 정의하여[1] 기존의 TV드라마와 
분리하기 시작했으며, 전문 제작진이 전문적 제작과정을 
통해 제작한 웹과 모바일 전용 플랫폼에서 일차적으로 
공개되는 픽션 연작물[5]로 정의하여 UCC 등 일반인이 
제작한 웹 동영상 콘텐츠에서 차별화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웹드라마는 UCC 시장의 확대 이후 다음 TV팟과 
네이버 TV캐스트에서 교보생명의 러브인메모리를 배포
한 것을 시작으로 웹 동영상 매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
으며, 현재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매체를 이용하여 
플랫폼의 큰 파급력을 활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웹드라마의 특징을 [표 1]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표 1. 웹드라마 선행연구
특징요소 연구자
짧은 길이 장윤주[5]

다양성 장은진 외[6]
쥬이상스 형식 텍스트 김미라 외[2]

DMB 대비 좋은 품질(QoS) 김동우 외[7]
데이터 부담감 장은진 외[6]

웹드라마는 적은 제작비와 스폰서를 통한 자본의 투
자,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의 수용환경으로 인해 짧은 분
량의 로맨스 위주의 장르로 제작된다[5]. 기존 TV 드라
마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6], 서사에 구
애받지 않는 쥬이상스 텍스트(서사적 완결성보다 즉흥적
인 재미를 추구하는 극본)가 주된 시나리오를 이룬다[2]. 
마지막으로 DMB망을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보급된 
LTE 무선통신망 혹은 와이파이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빠른 스트리밍 속도와, 고화질의 영상을 시
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7], 사용자들은 모바일망을 통해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 부담감을 가
지고 있다[6]. 

기존 선행 연구들의 사례는 웹드라마 콘텐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집중하여 웹드라마가 어떻게 차별
화되었고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였는지에 대하여 정리하
였으나, 배포되는 매체 별 특징에 대한 연계된 연구가 부
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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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구조와 접근단계(Link Depth)
웹페이지는 정보기기 화면 크기의 제한성과 웹사이트

의 용량 문제 때문에 여러 개의 페이지로 나누고 순차적
으로 탐색하는 방식으로 UX·UI를 구성한다. 컴퓨터, 스
마트폰 등 정보기기의 화면 속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할 때 계층구조(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계층구조는 사용자가 목적 행위를 달성할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해야 함으로 사용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
고, 많은 사용적 오류를 만들어낸다[8]. 사용자가 웹사이
트에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탐색해야하는 페이지가 많아
질수록 즉, 접근단계가 커질수록 사용성에 어려움을 느
끼게 된다[9]. 따라서 인터넷 미디어를 구성할 때는 페이
지 전환을 줄이고 단순한 정보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를 만들기 위해서[10] 비동기 방식을 활
용하여 웹페이지 새로고침(Refresh)을 줄이려고 한다
[11]. 하지만 웹페이지의 용량이 커질수록 부하가 더 크
게 발생하고, 로딩시간이 길어지며, 사용자 또한 많은 정
보와 선택지에 노출된다. 선택지가 많은 복잡한 웹페이
지는 다음 웹페이지로 항해하기 어렵게 하여, 사용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1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은 개인별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메인페이지에 콘텐츠
를 배치하면서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계층구조의 폭(선
택 가능한 경우의 수)와 깊이(계층 단계)의 균형을 찾아 
4번 이상의 클릭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정보구조를 설
계한다[13].

이렇게 설계된 서비스들 중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고 학습효과와 개인화를 통
해서 익숙해져서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탈하지 않고 
재방문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한다[4].

3. 지각된 침입성으로 인한 광고회피와 인스트림광고
각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을 그룹화·타겟팅 하여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TV와 같이 콘텐츠마다 광고를 편성
하거나(SMR), 사용자들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을 고려하거나(네이버), 사용자별 쿠키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를 집행하여 도달율을 높이는(구글 애드센
스)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중에 노출되는 광고에 대해서 광고피로도
를 느낀다. 이때 사용자들은 광고를 피하거나 없애기 위
해서 광고 회피를 하며, 그 방법에는 물리적 회피, 기계
적 회피, 심리적 회피가 있다. 사용자가 정보보다 광고가 
많은 웹사이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해당 
사이트를 이탈하거나 재방문 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 회
피로 볼 수 있다[14].

지각된 침입성은 광고가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을 방해
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잡음원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
이다[15]. 지각된 침입성은 광고태도와 매체태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인터넷 
광고에 대해 광고태도와 지각된 침입성이 인지적 회피와 
기계적 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들은 영상 시청 전·중·후로 동영
상 플레이어에서 인스트림 광고(프리롤 광고)를 제공하
는데, SKIP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시간이 길고 자
신과 관련 없는 광고에 대하여 기계적 광고 회피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네이버, 유튜브)[18] 하효정이 유튜
브를 중심으로 인스트림 광고를 연구한 결과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보다,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에서 
광고에 집중하지 않는 인지적 광고회피가 더 높게 나타
났다[19].

III. 연구사례

본 연구에서 사례 연구한 웹드라마 <연애플레이리스트 
2>는 2017년 6월 29일 에피소드1 방영을 시작으로, 스
토리 에피소드 12회와 광고 에피소드 2회의 웹드라마를 
방영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페이스북에서 1회
당 최대 조회수 818만회, 평균 조회수 573만회를 기록
하며 2019년 5월까지 웹드라마 중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V 
LIVE 등의 플랫폼에서 <플레이리스트> 계정을 통하여 
서비스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5월 27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V 
LIVE 4개 플랫폼에서 컨텐츠 접근 UX와 디렉토리 검색
방법 접근단계를 확인하고, 구독자수, 조회수 및 광고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9138

출 방법 및 빈도를 조사하였다.

표 2. <연애플레이리스트 2> 채널별 구독자수 및 조회수

플랫폼 채널
구독자 수

구독자
점유율
(%)

1회 최대
조회수

평균
조회수

유튜브 2,208,762 48.24 4,699,819 2,818,377
페이스북 1,706,258 37.27 8,180,000 5,735,714
네이버TV 153,528 3.35 220,175 132,666
V LIVE 509,704 11.13 220,175 147,224

※ 2019년 5월 27일 13시 기준
  

1. 유튜브(https://www.youtube.com)

그림 1. 유튜브 웹드라마 접근 순서도

[그림 1]은 유튜브 사용자가 웹드라마에 접근하는 방
법을 정리한 것이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채널을 구독하
고 있다면 영상 업데이트를 모바일 알림과 이메일로 전
송하고, 홈페이지 접속 시 구독한 채널의 영상목록을 제
공한다. 구독하지 않는 사용자는 영상 추천 알고리즘(시
청기록, 인기 있는 영상)에 의해 추천받거나 키워드 검색
으로 접근해야한다. 검색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채널
에 직접 접속하는 디렉토리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 채널
에서 설정해놓은 재생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재생목록
은 업로드 된 순서로 정렬되어 웹드라마를 순차적으로 
시청하기 적합하다. 알림을 통해 외부에서 영상에 바로 

접속하는 경우 접근단계는 1단계로 가장 낮으며, 디렉토
리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 최소 접근 단계가 6단계 이상
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유튜브 광고 노출 방법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광고는 홈페이지의 디스플
레이광고 2회, 영상 재생 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광고 1
회가 우측에 있었으며, 영상 플레이어 내에서 오버레이 
광고와 인스트림 광고가 노출되었다. 인스트림 광고는 
영상 시작 전 건너 뛸 수 있는 광고, 건너 뛸 수 없는 광
고 혹은 두 개를 결합하여 1회 재생 시 최대 2개의 동영
상 광고가 표시되었으며, 영상 중간 또는 후반에 추가로 
동영상 중간 광고가 삽입되었다. 

모바일에서는 네이티브 광고 형식으로, 영상 콘텐츠와 
같은 콘텐츠 카드 형식의 광고가 제공되며, 피드에서 콘
텐츠 6개를 스크롤 하여 피드를 추가 로딩 할 때마다 노
출된다. 웹과 마찬가지로 영상 전·중·후로 인스트림 광고
가 제공되며, 인스트림 광고가 연계된 이미지 배너가 동
영상 플레이어 하단에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화면
에서 동영상 플레이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활용
하는 팝업형식 광고를 집행하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기
계적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우측 상단에 나가기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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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로 구현하였으며, 이 경우 작은 이미지 배너광고로 교
체된다.

2.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
  

그림 3. 페이스북 웹드라마 접근 순서도

페이스북은 타임라인에서 스크롤링-UI를 채택하여 페
이지 전환을 최소화하고 모바일에 최적화하였다. 인터렉
션이 발생한 게시글이 타임라인에 표시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콘텐츠에 대한 좋아요·댓글·공유하기 기능을 
간편하게 지원하여 콘텐츠가 네트워크 효과의 흐름을 이
용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방식은 콘텐츠를 타임라인에서 접근하게 하여 검색단
계를 줄이고 접근단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디렉토리 
검색은 페이지를 검색하고 페이지 타임라인과 동영상 탭
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최소 6단계 이상의 접근단
계가 필요하다.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콘텐츠가 사용
자의 타임라인에 바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
여 게시물 홍보하기, 광고 집행, 또는 영상을 재업로드 
하여 사용자의 타임라인에 노출시키고, 사용자들의 인터
렉션(댓글, 좋아요, 공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 방식
이 필요하다.

페이스북은 광고들을 콘텐츠 제공 방식과 동일하게 피
드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광고피로도를 낮추어 초기에
는 사용자층의 확보와 광고시장의 확대(Audience 
Network)를 동시에 수확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피드
가 감소하고 동시에 학습효과로 네이티브 광고들을 분별
하게 되면서 타임라인에 광고콘텐츠 비중이 높아지고 광
고피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20].

그림 4. 페이스북 광고 노출 방법

광고는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경우, 타임라인 내부의 
네이티브 광고와 우측 이미지중심의 배너 광고가 제공된
다. 동영상 플레이어 내부에 인스트림 광고 기능이 있지
만 국내 업로드 영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상 광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그림 4].

모바일도 타임라인에서 네이티브 광고를 제공하며 콘
텐츠 5개 단위로 1개의 광고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사용 특성에 따라서 광고성 페이지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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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고 있는 경우 타임라인에서 광고성 콘텐츠가 많아 
보일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이 의도하지 않은 광고피로도
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3. 네이버TV (https://tv.naver.com), V LIVE 
(https://www.vlive.tv)

  

그림 5. 네이버TV 웹드라마 접근 순서도

네이버의 홈페이지에서는 주제별 콘텐츠를 ‘연예판’, 
‘웹툰판’ 등으로 모아서 메인에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에
서도 ‘판’들을 탭으로 제공하여 옆으로 스와이프 하여 이
동하고, 사용자가 보고 싶은 판과 순서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홈화면 화면 하단 또는 상
단에 이미지 배너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들은 콘텐츠가 메인페이지의 ‘판’이나 이미
지배너에 위치해 있으면 해당 링크를 통해서 2단계의 접
근단계를 거치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웹
드라마 시청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포털에 접속했다면 웹
드라마가 메인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검색기능을 활용하
여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네이버는 인기 웹드라마들을 

방송프로그램으로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검색의도와 검색결과를 연결하고 있다. 검색결과를 통해 
영상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3단계에서 사용의도를 
달성하므로 서비스에 만족하고 반복해서 서비스를 사용
할 가능성이 있다. V LIVE, 네이버TV의 채널에 접속하
는 경우에는 각 세분화된 플랫폼 별로 검색기능을 구현
하고 있으므로, 플랫폼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한정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색기능을 활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5단계의 접근단계가 필요하다. 또한 디렉토리 검색
을 위해서 채널 영상 목록에 접속하는 경우 6단계 이상
의 접근단계가 필요하다. 네이버TV는 채널별 재생 목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V LIVE는 재생 목록이 동영상 
재생 화면에서만 제공된다. 때문에 디렉토리 검색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V LIVE는 네이버TV보다 화
면 전환 횟수가 많아지므로, 디렉토리 검색에는 네이버
TV가 더 편리하다. 반면 V LIVE 채널은 생방송과 인터
렉션에 집중하여 하나의 영상에 좋아요를 중복해서 누를 
수 있다. 이 기능은 좋아요를 한번만 누를 수 있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인터렉션이 많아 보이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림 6. 네이버TV 광고 노출 방법

제공되는 광고 횟수를 확인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배너 2개(또는 GIF, 동영상 
배너), 쇼핑탭 등 광고성 콘텐츠에 노출되며, 노출된 정
보 중에서 사용의도와 다른 콘텐츠에 노출 될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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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피로도를 느낀다. 검색결과에서 상단에 방송프로그
램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키워드 검색광고 등이 먼저 노
출 될 수 있으며, 하단에 광고성 블로그, 기사 들이 나타
날 수 있다.

그림 7. V LIVE 광고 노출 방법

V LIVE에서는 메인페이지에서 팝업 이미지 배너를 활
용하고 있다. 네이버tv와 V LIVE 두 서비스 모두 인스트
림 광고는 SMR에서 제공하는 경우 15초 이후 Skip 가
능,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경우 5초 이후 Skip 가능한 광
고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메인에서 노출되는 이미지 배너 
1회, V LIVE 동영상 플레이어 하단에서 노출되는 이미
지 배너 1회를 확인하였으며, V LIVE와 네이버TV 모두 
인스트림 광고로 5초 후 Skip 가능한 광고가 제공되었
다[그림 7].

Ⅳ.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웹드라마 플랫폼에 대해서 접근단계를 통해 
사용성을 확인하고 광고 노출 횟수를 확인하였다. 주요 
웹드라마 플랫폼의 접근단계를 살펴본 결과, 최신 동영
상이나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영상의 경우 2~3 접근단
계에서 접근이 가능했으나, 메인페이지와 검색결과에 노
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디렉토리 검색을 할 경우 페이
지 이동이 5~6번 필요하였다[표 3].

사례연구를 통해서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접근단계를 
줄이는 것이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웹
드라마와 같은 구독형 동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접근단
계를 줄이는 방법으로 메인페이지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플랫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최소 
광고노출

최대 
광고노출

유튜브 영상 업로드
알림

채널 구독 검색 결과
채널 

메인페이지
채널 

재생목록 - 0 6시청 기록 다른 영상 시청 
중에 추천영상인기 영상

페이스북 영상 업로드
알림

타임라인

검색 결과 페이지 
타임라인 동영상 탭 재생목록 

더보기 2 3

페이지 팔로우

친구의 좋아요,
댓글, 공유

Sponsored

인기 영상

네이버TV
/ V LIVE -

메인 광고
검색 결과

구독 시 
플랫폼 

메인 노출

플랫폼 
검색결과 채널 

재생목록 3 8
‘판’ 콘텐츠 채널 

메인페이지

표 3. 플랫폼 별 콘텐츠 최소 접근단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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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드롭다운을 활용한 메인페이지 프로토타입

[그림 8]과 같이 이 방법을 활용하면 메인페이지에서 
영상 하단의 제목영역을 선택했을 때 드롭다운 메뉴로 
페이지 전환 없이 해당 콘텐츠의 재생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동영상에 접근하는 단계를 줄이게 된
다. 검색 결과도 동일한 정보구조로 제공한다면 디렉토
리식 검색방법의 5-6단계 접근단계를 3단계(메인페이
지, 검색페이지-드롭다운 메뉴, 영상재생)로 줄일 수 있
다. 메인페이지의 콘텐츠들을 정렬하기 위해 사용자가 
구독하고 있는 영상, 최근 조회수가 많은 영상, 최신 동
영상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접근성과 사용성을 향상
시킨다. 사용자의 쿠키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선택시 이
어보기를 제공하고, 추천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페이지 전환을 감소시키고 계
층구조(웹 네비게이션)의 깊이를 3단계 이내로 줄인다면 
다른 플랫폼에 비해 웹 사용편의성에서 콘텐츠에 대한 
간단성과 빠른 접근성의 이점을 얻을 것이다[21].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접
근단계(link depth)는 최소한의 페이지 전환으로 콘텐
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때문에 사용자
의 사용 습관, 방법에 따라서 접근단계는 증가하며 이에 
따른 광고 노출도 증가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한 실제적인 접근방식과 접근단계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웹드라마를 시청하
면서 나타나는 광고회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 노출 횟수를 
확인하였지만, 웹드라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고성이 

사용자에게 지각된 침입성으로서 인지되는지, 이때에 사
용자는 웹드라마 시청을 포기하는 기계적 광고 회피를 
하는가, 해당 장면에서 주의 깊게 집중하지 않는 인지적 
광고 회피를 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드롭다운 형식 UI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시행
하여 접근단계가 줄어드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시청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동영상 콘
텐츠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어포던스 디자인과 흥미성
을 갖추도록 하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모바일 동영상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UHD 웹드라마가 제작되고, 영상광고 생태계에서는 웹
드라마와 브랜디드콘텐츠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플레이리스트의 웹드라마는 V LIVE에 업로드하기 시작
한 이래로, 다국어 자막을 작성하고 유저들 또한 자막을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콘텐츠의 글로벌화에도 앞서고 있
다. 국내 영상광고 시장을 넘어서 해외 광고시장으로 진
출하는 웹드라마가 적은 이탈율과 편리한 플랫폼에서 더 
많은 충성시청자 층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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