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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활용에 대해 상용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렇

미디어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상업성과 공공성이라는

지만, 블록체인과 미디어의 만남을 두고 이질적인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적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제기되

두 테크놀로지의 불안한 동거, 혹은 아직은 지켜봐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서비

야 할 썸타는 단계 정도로 관망하는 시선도 적지 않

스의 주요 사례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1]. 긍정과 부정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블록체인

미디어와 블록체인의 결합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검토함으

미디어의 실제 운영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고, 서

로써, 향후 블록체인 미디어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에 대해 전망해보았다.

비스 중이더라도 아직은 완성도 낮은 경우가 많아
논의 자체를 현황보다는 ‘전망’에 초점을 맞춰 예측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좋

I. 서 론

든 싫든 블록체인과 미디어의 만남은 이미 시작되
었고, 둘 사이의 접점이 어디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블록체인은 미디어와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에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까? 작년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
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미디어 분야도 뒤늦게 뛰
어든 모양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미디어 연구

II. 블록체인과 미디어의 만남

자들의 학술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업계에서는
이미 미디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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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술의 잠재성에 주목하는 이들은 바로 블록체인 기

기존의 서비스 중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술이 중재자 없는 콘텐츠 직거래를 가능하게 해주

블록체인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분야이

며, 플랫폼 사업자들의 유통과 중개과정을 거치지

지만, 최근에는 거래투명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그 몫을

한 의료서비스 분야나 보험, 그리고 트레이드오프

창작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 해운업 분야를 비롯해

미디어 산업의 특성상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 소비

공급관리(supply chain)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전통

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자들(players) 사이에

산업 영역에 접목되고 있다.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과 거래 방식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
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등록된 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과 미디어
산업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화폐만 해도 수십여종에 달하며, 현재 준비중인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광고,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들도 백여 종류가 넘는다. 지금도 영화와 음

SNS 뿐 아니라, 음악, 영화, 게임, 뉴스미디어, 가

악, TV, 소셜미디어, 뉴스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상현실(VR) 등 미디어와 관련된 서비스는 분야를

을 활용한 많은 서비스들이 ICO를 준비하고 있거나

막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

이미 서비스 중에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분야에서

이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는 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표 1> 참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미디어 산업의 시장구조가

1. 블록체인 기반의 광고 서비스

심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디어 산
업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수익배분의 불
균형과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

블록체인을 활용한 미디어 서비스에서 가장 상업

지배적 사업자인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 꼽히는 분야는 광고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블록체인 기

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광고 서비스는 블록체

<표 1> 주요 블록체인 미디어 서비스 현황

서비스 종류

Adblurb, efir, Galatikka, Papyrus, whyral, ImpetusOne, EXCHAIN, XCHNG, ACA Network 등

광고
콘텐츠 플랫폼

문화예술

Cfun, Creativechain, Daseron, Embermine, Enlte, Global Protected Crypto Copyright, hubii network, injii,
ipstock, iShook, Joint Ventures, kleos, Media Network Token, PUBLIQ, UUNIO 등
2100NEWS, Media Sifter, Presscoin, pumped, Reporter Community, sapien, Snip, TheWorldNews,

언론/뉴스
미디어

서비스 이름

Trive, MulTra, Decentralized News Network
SNS

TV방송

Aktie, APPICS, ClassyCoin, HeartBout, Orbeum, sphere, Trendit, vibeo, Whohas, Howdoo, kuende
TV-TWO, ClickableTV, FTV Coin Deluxe

영화

primestar, FutureWorks, Livetree Adept, SHIVERS, Vanity Fear, Bond Film Platform, CRYTOFLIX

음악

viberate, VOISE, voxxo, Dench Music, imusify, Dropd, Opus, POTENTIAM, PurpleThrone

게임

Gizer, The Abyss, TRUEGAME, Bountie, BrainerZ, EtherJack.io, swace, Play2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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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디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서비스로 간주되

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광고주와 콘텐츠 제공자

기도 한다. 광고가 가장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이 높

입장에서 중개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은 분야인 까닭은 블록체인 기술이 광고산업에서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서비스들은 주로 디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지털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대감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자들로 매드하이브(MadHive)나 비

광고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점

트 티저(Bit Teaser), 뉴욕 인터랙티브 광고거래소

은 노출(효율성)과 측정(정확성)의 문제로 요약된다.

(NYIAX), 애드하이브(AdHive), 그리고 최근에 서

노출은 광고주가 원하는 잠재적 소비자층에 적절하

비스를 선보인 애드블럽(Adblurb)이나 익스체인

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있다면, 측정은 광고

(EXCHAIN)과 같은 블록체인 광고 서비스가 있다.

의 효과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있
다. 디지털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미디어 이
용 패턴과 소비자의 취향이 분석가능해짐에 따라 특

1) 매드하이브(MadHive)와 애드하이브
(AdHive)

정 미디어 콘텐츠에 해당 이용자의 취향에 적합한 광

인터넷 OTT를 주고객으로 삼고 있는 매드하이브

고를 노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타깃수

(MadHive)는 광고 노출수나 클릭수 등 광고 노출

용자에게 광고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는 광고비의 효

과 관련한 데이터를 블록 내에 저장하고 이를 공개

율적인 집행을 판가름하는 요소이다. 또한, 측정은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광고 노출 현황을 추적할

광고의 효과와 관련이 있다. 뉴미디어 시대의 광고는

수 있다. 광고 에이전시를 비롯하여 광고주와 벤더,

해당 광고에 대한 클릭률(Click through rate)을 높

이용자들까지 해당 광고의 집행과 관련한 데이터를

이기 위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정확하

파악할 수 있어 상호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투명한 광고에 대한 요구로

애드하이브는 타깃수용자에게 광고를 전달해준

이어지게 된다. 만약 광고와 관련한 제반 계약요건

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방식이 AI를 통한 자동

이 충족되었을 때 광고비의 과금과 결제가 이뤄진

화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타깃에 가장

다면 투명한 광고 집행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

효율적인 채널에 네이티브 영상 광고를 무제한으로

다. 광고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광고가 기존의 문제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디지

점으로 제기되어왔던 타깃수용자에의 비효율적인

털 광고에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고노출과 광고실적의 조작 문제를 해결해줌으로

애드하이브는 세르게이 포포르라는 아이오타 개발

써, 광고주와 광고매체, 이용자 사이의 상호신뢰도

진이 참여하여 ICO단계에서부터 큰 주목을 받기도

를 높이는 다자간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잠재

했다.

성에 주목한다.[2]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광고 서비스에서는 광고

2) 비트 티저(Bit Teaser)와 뉴욕 인터랙티브

집행과 관련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광고 거래소(New York Interactive

결제과정에서 광고중개업자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

Advertising Exchange, NYI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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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드하이브 자료화면

덴마크의 블록체인 기반 광고 추적 솔루션인
비트 티저는 한정된 예산으로 광고효율을 높이

<그림 2> 애드하이브의 서비스 프로세스

3) 애드블럽(Adblurb)과 익스체인
(Exchain)

고자 하는 소규모 광고주들을 위한 오픈 광고 네

애드블럽과 익스체인은 “여기가 광고의 미래 (애

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반 광고

드블럽),” “디지털 광고에 블록체인 혁명을! (익스

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온라인 광고의 클

체인)”와 같은 다소 상업적인 모토를 들고 등장한

릭 연결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줌으로써 마케터

최근의 블록체인 광고 서비스들로서, 이용자 친화

들이 광고 노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

적인 지불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

기 때문에 광고 타깃을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

통점을 갖는다.

어 결과적으로 광고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들 서비스는 앞선 다른 블록체인 광고 서비스
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보다 최근의 블록체인

뉴욕 인터랙티브 광고 거래소(NYIAX)는 세계 최

광고 서비스들은 초기 블록체인 광고 미디어들의

초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광고 미디어렙이라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 거래 플랫폼이기는 하지

다.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만, TV나 라디오, 인쇄매체 등 모든 미디어의 광고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에 해당된다. 우선, 광고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들 광고 거

(advertiser)와 퍼블리셔(publisher), 그리고 소비자

래시에도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저작권 보호가 이뤄

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진다. 미디어와 광고주는 NFF(Nasdaq Financial

서 광고 노출의 효율성을 기술적으로 개선하는데

Framework)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광고 인벤

노력을 기울인다. 두번째 문제는 중개비용의 절감

토리를 거래할 수 있으며, 광고상품에 다양한 옵

문제로서, 불필요한 중재자들과 중개 과정을 제거

션을 부가하여 주식시장의 선물, 옵션과 같은 다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양한 파생상품에 대한 프리미엄 거래도 가능하

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암호

다.

화폐를 통해 지불의 효율성과 거래 안정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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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서비스는

가능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러

기본적으로 광고주-퍼블리셔-소비자를 중개하는

한 승률의 공정한 배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

중개플랫폼으로서 중개수수료를 통한 이윤창출이

지노 업계는 다른 엔터테인먼트보다 블록체인 기술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경우 마진에 해당

이 필요한 분야일 수 있다.[3]

하는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금할 것

최근 등장한 트루게임(Turegame)이나 이더잭

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과금 수준은 현실적으로 참

(EtherJack)과 같은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역시 마

여자 네트워크의 규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당장 현

찬가지로 승률의 공정한 배분을 추구한다. 트루게

실적인 수익모델을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임은 웹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한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

2. 블록체인 기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고 있다. 게임 참여자는 티켓을 구매해야 하고, 구
매비용의 3/4은 상금으로 1/4은 트루게임 플랫폼에

1) 게임

귀속된다. 이더잭 역시 잭팟 게임을 제공하는 이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서비스의 초기 진입자들은

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부분이 카지노 업계이고, 이들이 발행한 암호화

의해 시점이 정해지고 이용자 베팅은 이더리움이나

폐는 이미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카지

잭(Jack)이라는 암호화폐를 통해 이뤄진다.

노 업계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행성

2) 음악/공연 서비스

게임에 만연해 있는 승부조작이나 확률 조작 등의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도

시비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통상적으로 카지

입되고 있는 분야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노 게임은 카지노 매니저에 의해 승률이 배분되기

그레미상 수상자인 영국의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때문에 매니저의 역량과 신뢰도에 따라 승률에 대

인 이모젠 힙(Imogen Heap)이 ‘티니 휴먼(Tiny

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블록체인이 위변조가 불

Human)’이라는 곡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던 블록

<그림 3> 트루게임 서비스 개요

<그림 4> 이더잭 게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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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음원 서비스 플랫폼 ‘유조뮤직(Ujomusic)’은

매와 광고시청 옵션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복소의

중간유통과정을 없애고 사용자가 음원을 유료로 구

두번째 사업모델은 라이브 공연을 기획, 후원하는

매하면 창작자(작곡가와 가수, 연주자 등)에게 수익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라이브 공연 플

이 바로 전달되는 직거래 시스템을 새로운 비즈니

랫폼을 통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소를

스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4]. 이모젠 힙은 여기에

통한 창작, 공연에서 얻은 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이실리아(MyCelia)’라는

하는 라이선스 수입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한

비트코인 기반의 개인 음악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

다.

비자들과 직거래를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음악 공연 에이전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3) 영상 공유 플랫폼

이브레이트(Viberate)는 라이브 공연 시장에 초점

이미 디튜브(Dtube)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동영

을 맞춰 라이브 음악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

상 플랫폼은 유튜브 중심의 거대 영상 플랫폼 사업

고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원하는 라이브 음악

자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공연의 기획자와 에이전시, 연주자를 연결해주는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디슨트

공연 에이전시 대행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한 케

(Decent)나 싱귤러DTV(Singular DTV), 베라시티

이스이다.

(Verasity), 테타(Theta)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유

복소(Voxxo)는 음원의 청취와 라이브 공연, 그리
고 연주자의 저작권 수입관리 등 세 가지 비즈니스

통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되어 등장하고
있다.

를 포괄하는 토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블록체인

미디어 유통 플랫폼 중에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기반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소는 먼저

활발한 코인은 디슨트(Decent)이다. 2016년 DCT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

코인을 발행하였고, 작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

여 청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는 유료구

다.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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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조뮤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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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베라시티 서비스 플로우

<그림 8> 테타 서비스 플로우

차적인 목표는 미디어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와 크리에

확보하는 것, 다시 말해 콘텐츠 산업의 민주화를 추

이터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주 수입

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원으로 하며, 이는 암호화폐를 통해 과금한다.

새로운 퍼블리싱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중에

테타((Theta)는 ‘탈중앙화된 비디오 스트리밍’을

서도 디슨트는 책, 뉴스, 동영상, 음악 등 거의 모든

기치로 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동영상 스트리밍

형식의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종합 퍼블리싱 플

플랫폼으로서, 실시간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랫폼을 지향한다. 디슨트 네트워크 상에서 창작자

주문형(on demand)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이용

는 지적재산권(IP)을 직접 갖게 되므로, 가격 결정

자는 피드백을 통해 보상으로 토큰을 제공받으며,

권도 창작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블록체인을 사용

광고에 노출되기만 해도 보상으로 토큰이 지급되는

하면 지불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동시에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광고 시청이나 기타 네트

소비자들의 평판관리도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워크 상의 활동을 통해 얻은 토큰으로 제작자를 후

의도적인 왜곡이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원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토큰을 교환(거래)할 수 있

최근 등장한 베라시티(verasity) 테타(Theta)

다. 또한, 인센티브 계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충

등은 기존의 영상 콘텐츠 커뮤니티의 문제점을 블

성도 높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한 크리에이터들로

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베라시티

하여금 프리미엄(유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더

(Verasity)는 ‘차세대 영상 공유 플랫폼(next-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generation video sharing platform)’을 슬로건으

대목이다.

로 영상 크리에이터와 유저의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비용을 없애고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적절하

3.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게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영상 플랫폼
서비스이다. 베라시티는 유저가 크리에이터가 되어

블록체인과의 접목이 가장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제작 목적으로 실시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해주

있는 미디어 분야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기도 하며, 광고주를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이용자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분야 중에서도 SNS

에게 광고노출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자

시장은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대표되는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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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의 지배 하에 놓여 있고, 이들은 막대

서 스티밋의 큐레이션 보상은 이용자 행위에 대한

한 중개이익을 취하고 있다. 막대한 중개이익을 취

정당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이용자들의 평판에

한다는 것은 이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정당하게

기반한 콘텐츠의 품질 콘트롤(QS)이 이뤄지면 자연

지불하지 않거나, 중개 과정에서 정도 이상의 수익

스럽게 고품질 콘텐츠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사회

을 편취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SNS 서비스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서비스 과정

물론, 스티밋의 이러한 보상체계에 문제점이 없

에서 다양한 보상체계를 적용하여 실제 콘텐츠의

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줌

창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으로써 기존의 시장질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돌려주는데 관심을 기울인다.[5]

문제제기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물론 이들 서비스가 당초의 목적대로 성공을 거

다.

둘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아직 서비
스가 본 궤도에 올라 있다고 평가할 만한 서비스 플

2) 주목할 블록체인 SNS: 타타유에프오

랫폼이 거의 없는 데다, 준비중인 플랫폼의 비즈니

(tataUFO), 하트바우트(HeartBout), 트랜딧

스 모델이나 서비스 구현 가능성도 그리 낙관적이

(Trandit)

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타타유에프오(tataUFO)는 2013년 중국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

1) 블록체인 SNS 선두주자인 스티밋
(Steemit)

스로서 1000만명 이상의 등록 이용자를 보유하여
블록체인의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SNS 서비스이

현시점에서 가장 주목해볼 블록체인 SNS는 스티

다. 타타유에프오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미언이라고 부르는 이용자층을 100만명 이상 확보

활용하여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분석하고 잠재

한 스티밋(Steemit)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스티

적인 연결점을 찾아내어 유사한 관심분야의 이용자

밋은 2016년 4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올해 100만

들을 연결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명의 가입자를 돌파한 차세대 블록체인 SNS의 대

하트바우트(HeartBout)는 기존 SNS와 마찬가지

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스티

로 광고를 주수익모델로 삼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밋은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수록 더 많은 암호화폐

큐레이션 행위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다른

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보상체계를 갖고 있으며, 크

블록체인 기반 SNS 서비스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리에이터 외에도 콘텐츠의 평가와 유통에 영향을

다만, 광고노출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미치는 다양한 이용자의 활동, 갈여 보팅이나 댓글,

그리고 방문횟수와 광고노출횟수에 비례하여 암호

리스팀 같은 이용행위를 일종의 콘텐츠 큐레이션

화폐를 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행위로서 보상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이 이

트랜딧(Trendit)은 검색, 광고, 블로그 등 포털

용자의 활동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이들

사업자와 유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

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워크로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게시, 공유,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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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큐레이션 행위 모두에 보상을 제공한다는

지만 현시점에서 지원이 부족한 예술가나 운동선

점에서는 스티밋과 유사하다. 다만 트랜딧의 서비

수, 예능인은 자신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가상주식

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창작자

(VA)을 발행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적 펀

자금지원이라는 점에서 트랜딧 코인은 주로 크라우

딩 루트로 유용할 수 있다. 개인은 기업의 주식발행

드 펀딩 용도로 활용되고(약 60%), 나머지는 이용

과 같이 VA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판매하고, 이용

자(20%)와 플랫폼 수입(20%)으로 배분되며, 이중

자(투자자)들은 시세의 등락에 따라 VA를 거래할

플랫폼 수입의 절반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나머지

수 있다. 즉, 성장성이 높은 개인에게 투자하여 성

는 트랜딧이 운영 목적으로 나눠진다.

장 후의 수익을 배당 받는 일종의 핀테크 서비스인
셈이다. 물론 발류의 시가총액 계산 방식은 아직까

3) 사람에 투자한다: 발류(VALU)

지는 페이스북 등 SNS의 팔로워 수나 친구수를 근

발류(VALU)는 다소 독특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

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가상 가치로 제

다. 발류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코인 기

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모두가

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가치

원한다고 상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 상장심

를 평가하여 이를 주식과 같이 상품화하여 거래한

사에 해당하는 까다로운 상장심사를 통과해야 거래

다. 일본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발류는 어

가능한 VA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15,000개 이상

떤 면에서 상당히 일본적인 정서와 잘 맞는다. 이

의 VA가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데 조심스러운 한국적인 정
서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화, 예술, 스

4. 블록체인 기반 뉴스 미디어

포츠 등 인적 자원 자체가 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충
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재능이 있

<그림 9> 타타유에프오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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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널리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뉴스 콘텐츠는

1) 최근의 사례: 미디어 시프터(Media Sifter),

적지 않은 제작비용을 들이면서도 콘텐츠로서의 가

프레스코인(PressCoin), 사피엔(Sapien)

치, 즉 지불의사가 거의 없는 콘텐츠이기도 하다.

최근에 등장한 블록체인 뉴스 미디어 중 하나의

물론, 모든 나라에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

흐름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위변조 방지와 투

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유럽이나 영미권에서는 유

명성을 기반으로 팩트체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료구독자가 아직 건재하고, 유료구독을 통한 수익

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시프터(Media Sifter)는 이

이 광고수익을 추월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뉴스 미디어로서 시프트

국내환경에서 뉴스 생태계는 이미 포털 사업자에게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기술적으로 정보의 타당성을

잠식당한지 오래고, 뉴스 콘텐츠는 원한다면 언제

검증하는데 주력한다. 나아가 미디어 시프터는 모

든지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돈을

든 정보 검증을 자동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고 구매하는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현실

삼는다.

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뉴스 콘텐츠의 비즈니스모

블록체인 뉴스미디어의 또 다른 경향은 전통적

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뉴스

인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품질이 보장된

콘텐츠가 갖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충족시켜야 하

언론사의 수익을 보장하는데 있다. 가령, 프레스

기 때문에 블록체인 뉴스 서비스는 상업성과 공익

코인(PressCoin)은 가짜뉴스의 대응방식으로 진

성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최

실보도를 추구하는 독립언론 양성이 필요하다고

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팩

본다. 따라서 독립언론이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할

트체킹과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들의 경제

요구까지 더해져 뉴스 미디어가 풀어야 할 과제의

적 이윤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

현재 프레스코인에는 NextElection, INSURGE

그러나 바꿔 말하면, 현재 뉴스 미디어 환경에
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시도해볼 여지가 그

Intelligence, Zolori, Mojonomy 등의 독립언론이
연계되어 있다.

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

뉴스 유통 구조의 개선에 관해 최근 주목할 사례

는 대표적인 뉴스 미디어인 시빌(Civil)이나 DNN

중 하나로 대안적인 소셜 뉴스 유통 플랫폼을 지향

미디어와 같은 블록체인 뉴스 미디어는 기존의 뉴

하는 사피엔(Sapien)을 들 수 있다. 사피엔은 ‘탈중

스생산조직을 보다 유연하고 실험적으로 운영하

앙화된 소셜 뉴스 플랫폼(Decentralized social

면서 기존의 뉴스생산조직의 역할과 기능의 상당

news platform)’을 모토로 기존의 소셜 미디어 플

부분을 참여자와 공유한다. 참여자는 암호화폐를

랫폼의 뉴스 이용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보

통해 참여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고, 이는 뉴스의

상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뉴스 이용자는 뉴스 평

구독에 이용된다. 또한, 참여자는 관리자, 뉴스 소

가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사피엔(SPN) 토큰을

비자, 팩트체커, 검색자, 자문위원회 등으로 탈중

지급받게 되고, 이는 뉴스 콘텐츠의 구매와 이용에

앙화 취지에 맞게 분산화되어 데스크가 통제하는

활용된다.

게이트키핑 관행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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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쟁 점

2. 광고의 미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미디

미디어 분야에서 중재자의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어 콘텐츠 서비스는 분야를 막론하고 급증하는 추

주요 경로 중 하나는 광고시청과 광고비의 배분 과

세에 있다. 물론, 금융서비스나 의료기록, 해운, 물

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거래비용 감소를 목표로

류 등 산업과 직접 접목되는 활용도 높은 분야들에

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상당수는 여전히 광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를 주요 수익모델로 상정하고 있다. 광고주는 외

최근의 추세는 블록체인이 미디어와 결합되었을 때

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검열저항성을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는 본질적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미디어는

으로 맞지 않는다. 결국 광고를 수익모델로 상정한

본질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서비스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이 있다.

고민이 부족하거나, 적어도 현실적으로 광고라는
수입원을 포기하기 어려운 미디어의 속성을 여실히

1. 비즈니스 모델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가 검열저항
성과 수익배분의 정상화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블록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서비스는 제3자의 중개 과
정을 없애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

체인 미디어와 언제까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될 것
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지만 블록체인 미디어가 중개과정이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미디어는 플랫폼을

3. 틈새시장 확보인가, 구조적 혁신인가?

구성하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가 직거래되더라도
플랫폼사업자가 중개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

더 본질적인 문제는 블록체인 미디어 서비스가 제

하게 된다. 문제는 기존의 중개수수료에 비해 유의

시하고 있는 비전과 비즈니스 전략의 불일치에 있

미한 수준의 거래비용 감소가 이뤄지고 있느냐 하

다. 블록체인 미디어들은 주로 독점적 시장구조 하

는 점이다. 여기에는 단지 중개사업자의 거래비용

의 거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부당계약과 관행을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제

개선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산업구조적 혁

반 운영과 참여에 수반되는 유무형의 거래비용을

신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포함한다. 블록체인이 오히려 새로운 거래비용을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의 실행전략은 거대사업자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미디어 산업이 전통적으

들과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틈새시장이나 거대사

로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

업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회적 편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장-제

이 제기되는 이유이다.[7]

도적 차원과 경쟁-대안적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각
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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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스는 적어도 비전을 놓고 봤을 때 미디어 시장의 거
대 플랫폼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지금까지 블록체인 미디어 서비스의 현황과 쟁점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며, 혁신의 결과를 원래 가져

을 간략하게 소개해보았다. 블록체인 기술이 미디

가야 할 창작자에게 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

어 시장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줄 열쇠인지, 또 다

의란, 원래 가져야 할 몫을 각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른 거래비용만 추가하게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미디어 서비

치는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지 않을까.

참 고 문 헌
[1]
[2]
[3]
[4]
[5]
[6]
[7]
[8]

조영신. 썸의 시작: 블록체인과 미디어, 미디어 이슈 & 트랜드 2018. 4.
유경한. 블록체인 기술과 미디어의 만남: Overview, 한국언론진흥재단 블록체인 디플로마과정발표문 2018. 6.
유경한. 이승수. 블록체인은 미디어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18 해외 미디어 동향 2018. 7.
유성민. 블록체인으로 인한 서비스 플랫폼의 변화, NIA 지능화 연구 시리즈 2017.
장준희. 블록체인과 인센티브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부상, NIA Special Report 2018.3.
한수연. 블록체인과 미디어 지형 변화: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언론의 등장, 신문과 방송 2018. 3.
강정수. 블록체인의 사회성과 기술통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블록체인으로 그리는 미디어의 미래> 특별 세미나 2018. 7.
유경한. 윤호영. 강재원. 박남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산업 사례분석: 블록체인 기업의 ICO 백서(whitepaper) 분석을 중
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18. 5.

필자소개
유경한
- 1998년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B.A)
- 2006년 :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석사(M.A)
- 2014년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 박사(Ph.D)
- 2015년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조교수
- 주관심분야 : 뉴미디어, 영상문화, 정치예능, 블록체인 미디어

2018년 7월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