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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포털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상생(相生) 즉 승승정책(win-win policy)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상생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정책의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으나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유통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입안과 

예산의 배정, 계획의 실행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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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털은 인터넷 콘텐츠 유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전통적 저널리즘과는 달리 

‘ 온라인 저널리즘’ 이라는 사이버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8][23][24]. 종래 검색엔진기능이 대표적 

서비스 이었으나 최근에는 콘텐츠, 쇼핑, 

커뮤니티서비스 등으로 범위를 확산하고 있으며, 

전문포털 및 특정 분야의 니치포털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4]. 한편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는 있으나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 비해 콘텐츠 산업기반이 

미약해 국제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교육, 

생활, 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장르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들은 주요 사업자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하여 영세성을 

띠고 있으며, 낮은 수익성과 설비투자의 부족, 

영업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13].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콘텐츠 신디케이트 

업체 즉 MCP(multiple CP)사업자가 등장하여 군소 

콘텐츠제공자를 결집하여 시장협상력(market 

negotiation power)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29]. 이들 

콘텐츠의 유통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의 포털 

사이트들은 콘텐츠제공자들과 계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22].  

비즈니스 계약의 특성상 포털 사업자들의 경우는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을 평가하고,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임으로 시장지배력에 있어 

우월한 위치에 있다. 반면 콘텐츠제공자들의 경우는 

주요 콘텐츠제공자를 제외하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포털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경미하게 서비스 방침을 변경하거나 콘텐츠 

제공계약시 독점계약을 암묵적으로 강요함으로써 

거래관계의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16]. 이 같은 힘의 불균형(unbalanced 

power)에 의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콘텐츠제공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11]. 최근 이와 같은 

시장상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간 불공정거래여부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될 

만한 소지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또한 

포털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경우 콘텐츠의 지속적 

제공능력이 미약하여 포털 사이트 상에서의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포털 

사이트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털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상생(相生) 즉 

승승정책(win-win policy)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상생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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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으나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유통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입안과 예산의 

배정, 계획의 실행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가치사슬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의 가치사슬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가치사슬 모형과는 다르게 아래 

그림과 같이 순차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는 각 단계별 활동들이 순환 

고리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며, 순방향으로의 

가치흐름과 병행하여 역방향으로의 가치흐름도 

진행될 수 있다[26].  

콘텐츠 제작프로세스에서는 원시콘텐츠 혹은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획단계로부터 

디지털라이징(digitalizing)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상품화를 위한 준비를 한다. 유통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된 콘텐츠는 온오프라인 유통을 위해 패키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유통채널에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여 

OSMU(one source multi-use)에 적합하도록 

변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패키징이 완료된 콘텐츠는 온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운영/관리프로세스를 거친다. 

유료콘텐츠의 경우는 과금을 위한 빌링시스템 등록 

작업이 이루어진다.  

 

운영/관리
패키징개발/기술

콘텐츠 제작

기획

유통/서비스

단말기전송

• 영화
• 음악
• 만화
• 뉴스
• 게임
• 스포츠
• 생활
• 비즈니스

• 스트리밍
• MPEG
• JPEG
• WAP
• HDML
• HTML
• XML
• iTV

• CD-ROM
• Web
• TV&라디오PG
• 케이블PG
• 디지털북
• 위성PG

• 유료콘텐츠과금
• Payment Gateway
• Oder Processing
• Filtering
• On Demand Service
• Contents Management
• 개인정보보호
• 고객지원 및 사후서비스

• xDSL
• 케이블망
• 위성망
• 초고속인터넷
• Wireless LAN
• Mobile망

• PC
• PDA
• HDTV/DMB
• Set-top box
• Mobile Device
• Game Console

 
그림 1 - 디지털콘텐츠비즈니스가치사슬 

(연구자주)  
 
아울러 소비자들이 유료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불대행사 등과 기술적, 행정적 조정과정을 거친다. 

유통을 맡은 사업자는 콘텐츠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운영, 주문형 콘텐츠 관리,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의 품질은 제반관리, 고객지원 및 사후서비스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콘텐츠의 전송은 xDSL, 

케이블망, 위성, Wibro, WLAN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유통된다. 최종사용자는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콘텐츠를 서비스 받는 과정을 거친다.  

 

디지털콘텐츠 산업구성요소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구성요소로는 이용자, 단말기 

생산․ 공급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생산 및 공급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구분은 사업자별로 

명확한 한계를 명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13].  

이용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인 개인, 

기업, 조직구성원과 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 일반방송 

청취자 그리고 디지털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기존의 마케팅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이용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직업에 따른 분류, 사용 

장소에 따른 분류, 심리적 혹은 개인의 개성에 따른 

분류, 학력에 따른 분류, 성별 혹은 연령에 따른 

분류 등이 있을 수 있다.  

단말기 생산․ 공급업자는 통신을 위한 장비를 

개발하여 판매, 사후서비스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휴대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포켓 PC, 웹패드,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단말기뿐만 아니라 댁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통신용 정비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ISDN, xDSL 등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CATV, 무선통신 및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Wibro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네트워크 사업부문이 

효자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CATV 분야는 지역방송사업자인 SO(system 

operator)와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가 

협력하여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산업이다. 

CATV 분야에서 SO 와 PP 의 관계는 인터넷 콘텐츠 

유통분야에서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의 

관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통신용 

장비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인터넷 포털사업자,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과금시스템, 인증 및 보안서비스 제공자, 

웹호스팅 사업자, 전자인증서 및 전자서명 등록 및 

관리사업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IPTV 는 방송콘텐츠를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동시에 개입되는 분야이므로 양사업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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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경쟁규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콘텐츠제작업자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시장지배력이나 경쟁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자도 존재하지만 군소업체 역시 

즐비하므로 영세제작사에 대하여는 포털 

서비스제공자가 시장 우월적 지배력을 악용하여 

불공정 계약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10].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이다. 각종 뉴스, 영화, 

영상, 게임, 음악, 교육, 의료, 출판, 비즈니스, 

모바일콘텐츠, 생활용 콘텐츠 등을 직접 혹은 

간접생산하고 이를 유통매체에 공급하여 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경제 

체제하에서는 프로슈머(prosumer)1)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UCC분야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생산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향후 

비즈니스모델로의 발전추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털과 콘텐츠제공사업자간 관계  

 

국내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자의 사업구도 및 

가치사슬의 형태로는 콘텐츠제공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포털사이트와 배타적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와 콘텐츠제공업자가 복수의 포털과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 콘텐츠 신디케이션 업체와 

콘텐츠제공업자 들 간의 계약을 통해 포털사이트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MCP), UCC 와 같이 

사용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유통, 관리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콘텐츠제공업자가 직접생산하고 

복수의 포털사이트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는 

뉴스콘텐츠제공업자를 들 수 있다. 뉴스 콘텐츠의 

경우 신문 혹은 방송사가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포털사이트와의 계약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형태이다. 또한 기상정보나 정부의 공공정보 등의 

경우는 포털사이트와의 개방적, 복수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둘째는 배타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콘텐츠제공업자다. 즉, 특정 포털사이트에만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른 포털사이트에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예컨대 온라임 게임 등이 그 

예이다. 셋째는 콘텐츠 신디케이션 업체와 

콘텐츠제공업자 들 간의 계약을 통해 포털사이트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9].  

콘텐츠 산업의 저변이 취약한 국내 

콘텐츠산업계에는 자금력이 풍부하고, 콘텐츠의 

품질도 뛰어나 포털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영화, 

인기게임등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콘텐츠제공사업자로부터 자금력도 부족하고, 

콘텐츠의 상품성도 떨어지는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표 1 -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구성요소[13]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 이동통신 이용자, 시청자, 

기타 디지털단말기 이용자 

단말기
휴대폰, PDA, PC, 포켓 PC, 웹패드, 

노트북, 스마트폰, D-TV 등  

네트워크
ISDN, 초고속인터넷망, CATV,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플랫폼

포털, 과금, 인증, QoS 제어, 보안, 

웹호스팅, 콘텐츠 제작 솔루션, 전자서명 

등 

콘텐츠
영상, 게임, 음악, 교육, 의료, 출판, 

모바일콘텐츠, 생활용 콘텐츠 등 

 

 

이 같은 영세 콘텐츠사업자들과 포털사업자간의 

관계는 시장의 원리에 맡길 수밖에는 없겠으나 

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하고, 

국가적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의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에 관계성 

측면과 규모의 측면을 비교해 보면 크게 4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는 

규모도 성장하고, 포털과의 관계성도 강하게 

유지하는 I-사분면의 형태와 규모는 성장을 하고 

있으나 포털과의 관계성이 약한 II-사분면, 

III-사분면은 사업의 규모가 작아 영세하고, 

포털사업자와의 관계성이 매우 약한 형태의 

사업자들이다. 마지막 IV-사분면은 규모는 비록 

작으나 인기콘텐츠 혹은 니치마켓(niche market)을 

겨냥한  콘텐츠 제공자로서 포털사업자와의 

관계성이 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 신디케이터(contents syndicators)  

 

영세한 콘텐츠제공업체들의 난립으로 

콘텐츠제공자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힘이 

약한 콘텐츠제공자들을 중심으로 콘텐츠 신디케이터 

혹은 MCP 를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도 

생겨났다[22].  

콘텐츠 신디케이션이란 기본적으로 복수의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이를 재가공 

혹은 고부가가치화 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CS, contents subscriber)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개 비즈니스를 말한다[29]. 즉,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집․ 가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을 연결해주는 콘텐츠 유통 

사업이다[3][28]. 따라서 신디케이터는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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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하지는 않지 만 우수한 콘텐츠를 수집, 

가공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에 제공한다.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신디케이션은 1996 년 이후 

본격화 되었는데 초기에는 아이신디케이트, 

스크리밍미디어 등의 업체가 대표적이었고 현재는 

모어오버(www.moreover.com)가 대표적인 신디케이션 

업체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2000 년경에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비즈니스 모델로 

소개되었다. 그 후 국내에는 많은 수의 신디케이션 

업체들이 생겨났고, IT 업체들 중 일부는 신규사업 

분야로 진출했다가 사업부진 등으로 철수하기도 

했다[29].  

국내 콘텐츠 신디케이션 업체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의 3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보 

콘텐츠 중 각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업체들이다. 둘째는 일반 정보 콘텐츠나 

각 분야 전문 정보 등 테마나 기업,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춰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업은 웹에이전시 업체이면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클라이언트 측에 특정 콘텐츠를 

유통시키거나 구축하는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이다.  

이 밖에도 게임, 영화, 만화, VOD, 애니메이션, 음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루는 신디케이션 

업체들이 있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뉴스, 전문 정보 등 

내용적으로 전문화된 신디케이션 업체와 정보 

콘텐츠, 문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속성별로 

전문화된 신디케이션 업체들이 많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29]. 

 

표 2 - 포털과의 관계성과 규모별 분류(필자주)  

형  태 관계성 규모 콘텐츠 분야 

I-사분면 Strong Big 영화, 게임, 음악 콘텐츠 등 

II-사분면 Weak Big 
공공콘텐츠, 학술콘텐츠, 

비즈니스콘텐츠 등 

III-사분면 Weak Small 
여행, 만화, 쇼핑, 운세, 

인물콘텐츠 등 

IV-사분면 Strong Small 
증권, 의료정보, 날씨, 인물, 

취업, 사전 콘텐츠 등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해 콘텐츠 생산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영세 콘텐츠 신디케이션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대책, 그리고 정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17].  

 

콘텐츠 제공계약형태 및 선정절차 

 

콘텐츠제공업자와의 계약조건을 크게 3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컨텐츠 사용계약의 

형태로 일정기간동안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액수수료(flat fee)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뉴스콘텐츠나 백과사전등 사전류 콘텐츠 등이 

여기에 속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계약조건과는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익을 배분하는 모델이다. 영화, 만화, 

음악, 게임 등의 유료콘텐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콘텐츠 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사용수수료를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콘텐츠 제공자에게 배분해 주는 유형이다. 

수익배분의 비율이나 정산의 방식은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혹은 서비스 방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는 포털서버상에 특정 코너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여행서비스 코너 등의 경우는 여행섹션을 

할당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해당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을 배분하는 

형태이다. 또한 쇼핑몰 업체의 경우 역시 특정 

코너를 할당받아 입점하고 이에 대한 임대수수료를 

수수하거나 매출액 기준의 일정비율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는 인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납품초기에 

요구금액에 50%정도의 최소보장액을 지불하고, 이후 

매출액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정 콘텐츠 제공자가 포털 업체와 계약을 원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콘텐츠를 포털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희망하는 

콘텐츠제공자는 포털 업체를 접촉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코너에 콘텐츠를 제공하던 

콘텐츠제공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거나 재계약의사 여부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제안서를 접수한 

콘텐츠 담당부서에서는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방향성 

및 사업의 비전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담당부서의 일차적인 검증이 완료되면 포털사업자의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콘텐츠의 품질요소, 콘텐츠제공업체의 

신뢰도, 사업지속 가능성여부, 계약조건, 서비스 

제공방식, 콘텐츠제공업체의 견고성, 

콘텐츠제공업체의 요구 및 희망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N 포털의 경우는 기술위원회와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콘텐츠제공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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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 독점시도 계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실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포털사이트의 

고유성격인 관문역할이

아닌 폐쇄적, Visit and 

Staying(Binding)정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시 

폐쇄적 포털사이트

운영에 의한 정보독점
포털사업자의 심의과정을 통과한 경우는 

콘텐츠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따르게 

된다.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콘텐츠 공급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기술적으로는 콘텐츠의 저장위치 개방(콘텐츠등록 

및 관리 계정발급), 빌링시스템 등록, 

지불대행업체와의 기술적 협조, 웹페이지의 제작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후 수익배분은 계약조건의 

명시를 기준으로 집행하게 된다.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자간에는 

수익배분, 트래픽 통계의 투명성, 콘텐츠 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해 신뢰관계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다.  

    ✔ ✔

공정거래행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불공정거래행위 ✔ ✔ ✔

광고비 매출을 위해

검색된 결과가

광고비를 많이 낸 광고

중심의 결과를 상위에

배치 

검색순위 조작에 의한

광고비조작 
    ✔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악성댓글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사례

빈번 

악성댓글에 의한

사생활 침해 
     ✔ 

 포털 간의 광고단가

담합, 콘텐츠

계약조건의 담합

행위등 

산업내 현안문제점       포털 기업간 담합행위 ✔

 
불법 저작물의

유통공간의 제공 및

음란물의  유통채널 

불법콘텐츠나 음란물

유통 
국내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그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개선점 

혹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하고 있다. 2007 년 

상반기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예컨대 포털사업자들의 경우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콘텐츠에 대해 독점적 

공급계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포털과 

콘텐츠공급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심받고 있다. 

콘텐츠 제공자와의 독점적 계약은 영세한 

콘텐츠제공사업자 일수록 포털에 종속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시장에서의 

화두는 포털사이트들을 제도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 ✔

새로운 언론매체의

역할로 부상한 포털의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책임의 한계 모호 

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미정립 
      ✔

콘텐츠제공사업자 

저변미약 
     ✔ 시장저변확대의 걸림돌

영화, 게임, 음악 등의

자금력을 갖춘

콘텐츠제공자들 

중심으로 시장형성 

메이저 콘텐츠제공자

중심의 시장형성 
     ✔ 

힘의 불균형 및

비즈니스 볼륨의

차이에 따른

콘텐츠제공사업자의 

협상력 미약 

대다수 

콘텐츠제공업자의 

negotiation 

power 미약 

     ✔ 

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저를 위해

매체별 표준화기술의

미흡 및 미정립 

 OSMU 를 위한

콘텐츠 변화표준화

기술미흡 

포털업체접촉
콘텐츠담당부서
품질검증(포털)

포털사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콘텐츠공급계약 콘텐츠공급 수익배분

CP

포털

심의기준 및 과정의 공유필요구간

    ✔ ✔

 빌링 및 트래픽 통계

등 거래의 투명성

미흡 

광고비 산정 및

유료콘텐츠 매출집계의

투명성 미약 

그림 2 - 콘텐츠 제공계약 체결절차(필자주)   ✔ ✔ ✔

 
규모의 경제를 위한

MCP 의 수가 적고

활성화가 미약함. 

콘텐츠신디케이션업체

비활성화 
표 3 - 산업내 현안문제점       ✔ 

업체구분 및 

이해당사자
비   고 대다수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자금영세성에 의해

사업의 지속성 떨어짐.

문제점 
콘텐츠제공업자 

자금영세성 
포털CP 사용자 광고대행사       ✔ 

시장지배력 남용에

의한 콘텐츠의

독점계약(배타적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정콘텐츠서비스의 

  ✔ ✔ ✔ 
수익배분 구조의

일관성 부족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방식에 따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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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 방식이

달라짐 

포털에 대한

콘텐츠제공자의 

피해의식 팽배 

  ✔   ✔ 

힘의 불균형에 의한

비즈니스 불균형 관계

심화, 협력관계가아닌

주종관계 인식만연 

콘텐츠제공자의 

포털사업자에 대한

이해부족 

✔ ✔    

콘텐츠제공업자 

선정절차, 서비스방향성

등 

콘텐츠제공자의 

투자여력 미약 
  ✔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인적자원의

부족 

정부지원정책의 

범위와 지속성 미약 
  ✔    

콘텐츠 분야별 

세분화된 

진흥정책수립과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지원의 폭 확대 

❋ 이해관계당사자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자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음. 보다 필요에 따라

보편타당성 있는 구분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임. 

 
산업내 현안 문제점과 포털과 콘텐츠제공사업가 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위의 표와 

같다.  

 

연구방법  

 

업계의견 수렴방법  

 

본 보고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상생방안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일대일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 - 업계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내역  

구 방문 터뷰방  고 분 업체 인 식 비 

네이
방문인터뷰/

설문 
버 

정책관련

인터뷰 실

 

시 

다음커뮤니케이

션즈 설문 전화인터

실시 

전화인터뷰/

업체요구

의해 

에 

뷰 

포털사이트 

야후 

국내포털

성격을 

면담 미실행 달리한다

업체의 

해외포털로서 

과 

는 

회신으로

미실행 

 면담

콘텐츠제공

업자 및 웃긴대학 

설문 인터넷콘텐츠협

방문인터뷰/ 현, 

회장 

판도라 TV 
방문인터뷰/ UCC 커뮤니티

설문 운영 UCC 사이트

모빌리언스 
방문인터뷰/

설문 

직전, 

인터넷기업협회, 

 

실시한 업체 및 피면담자는 

의 표와 같다. 

 사

별도

[콘텐츠

콘텐츠제

관계에 초점

 

측면에서 

과정에서의

은 어떤 것들

 　매출액 

 　콘텐츠

　국내 

 

　마지막

는 어떤 것이라고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위

 

인터뷰 내용 

 

인터뷰 질문 내용은 콘텐츠제공 업자의 입장과 

포털사업자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 문항을 가지고 인터뷰에 사용하였다.  

제공자 관점의 질문내용]  

공사업자의 관점에서 포털사업자와의 

을 맞추어 질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사가 국내 포털 사이트에 제공중인 

컨텐츠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현재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그 중  매출액 규모가 큰 

콘텐츠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귀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거래중인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는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제공사업자 

퇴출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와의  　그들 업체 거래  문제점 

혹은 개선점 이 있습니까?  

정산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인적, 물적 

투자부분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콘텐츠 업체와 포털 그리고  
신디케이터 업체와의 사업관계는 어떤 

구도입니까?  

 　컨텐츠 제공자들의 수익보전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콘 　향후 텐츠 산업에서의 귀사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으로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들간의 

바람직한 협력구도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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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과 텐츠제공자 의 상생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고견을 

콘 간

 

[포털사

포털사업

관계  

어

 
 정액제? 종량제?  

 어

면 어떤 

 

 와

 국가 정책이 필요할까요? 

 콘텐츠제공업체들에게 

사업적으로 바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마지막으로 국내 포털사이트와 콘텐츠제공자 

들과의 바람직한 협력구도는 어떤 것이라고 

 

정책제안 및 반응도 분석  

 

현재까지는 주  제

업

라

대한 

지원방안

그러나 지원정책의 이면에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법제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말아야 할 것이다. 

안되는 정책의 기저에 수반되는 기본 철학이 

제

  

것

로 등록하도록 법제화 

할

제 있으며, 

움 판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직접 

부탁드립니다. 

업자 관점의 질문내용]  

 자의 관점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중 귀사의 이트에 제공 인 컨텐츠의 종류중 

대표적인 콘텐츠(Killer application- 

traffic매출액이든 이든)는 떤 것들 

입니까? 5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콘텐츠제공자와의 계약조건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컨대

 그 중 가장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콘텐츠는 떤 것입니까?  

 거래 중인 콘텐츠제공자와 수익배분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6:4, 

5:5 등 배분율  

콘텐츠제공자마다 배분율이 다르다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거래중인 콘텐츠제공업자의 퇴출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십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면 예를 제시해 주십시오.  

 콘텐츠제공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의 문제점 

혹은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내 콘텐츠 업체와 포털 그리고 콘텐츠 

신디케이터 업체와의 사업관계는 어떤 구도 

입니까?  

포털 사이트  콘텐츠제공자가 상생하려면 

어떤 종유의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제안해 주십시오.  

거래중인 혹은 국내의 

있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상생방안의 기본 방향  

 

포털과 콘텐츠제공자간 상생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의 저변확대가 결국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고, 콘텐츠의 품질향상을 통해 

포털과의 상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콘텐츠제공사업자를 육성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간의 상생방안은 영역별로 달라야 할 

것이다. 요 콘텐츠공급자를 외하고 

대부분의 콘텐츠제공자들은 콘텐츠수익이 

수익성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포털 체의 

경우도 전체수익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 서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접근방향으로는 온라인 

콘텐츠가치사슬(online contents value chain)을 

분석하고 각 가치사슬상의 주체들에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Digitalizing 

표준화, UCC 콘텐츠의 저작권보호장치 등에 대한 

정책방안이 요구된다[16]. 특히나 포털사이트 

상에서의 유료결제 콘텐츠는 규모가 매우 작은 

상황이며, 콘텐츠 매출규모도 크지 않아 대부분 

광고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메커니즘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입

‘규제’가 아닌 ‘지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업육성 정부정책 안 

 

UCI 적용-콘텐츠 보호제도(UCI-CRP, Contents Right 

Protection)  

콘텐츠식별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s 

identifier)를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공동으로 적용할 경우 콘텐츠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콘텐츠 사용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도록 하고, 

콘텐츠의 중복저장을 방지하고 관리의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을 이다[1]. 3.5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털사이트는 저작권이 침해당하거나 불법적 

콘텐츠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원들이 퍼온 콘텐츠라 할지라도 등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식별자를 입력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측면에서도 사이트에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들에 UCI 를 의무적으

 경우 100%는 아닐지는 몰라도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을 고할 수 콘텐츠의 불법적 

확산에도 도 이 될 것으로 단된다. 이 같은 

과정이 활성화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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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콘텐츠들의 권리도 보장받을 

] 텐

거 하

 

정보

업

 자금지원 등을 

실 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전체 

콘텐츠 시장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

 

한다. 원래 포털사이트는 Gateway 

 

쟁격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제조건  포털과 콘 츠제공사에게 UCI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유도하 나 UCI-RA 기관으로 참여 도록 적극적 

홍보활동이 필요함.  

 

스타프로그램제 운영(SP, Star Program)  

군소 콘텐츠제공업자들 뿐만 아니라 최근 UCC 

제작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폭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제작자들을 발굴하여 저리 금융지원을 

하고, 우수 콘텐츠제작자들을 포털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는 

통신부 등에서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시상을 

통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나 보다 폭 넓은 

분야의 콘텐츠제공사업자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UCC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중인 체는 UCC 회원 중 인기투표를 

통해 스타콘텐츠 제작자를 적극발굴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종래에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위주였으나 UCC 분야의 급속한 확산으로 

회원 즉 방문객이 웹사이트의 콘텐츠 생산자 역할을 

하게 되어 이들 프로슈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해 웹 운영업체에서

시함으로써 강한 콘텐츠제공업자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 상호 상생의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경우는 이 

같은 경우 포털사이트들이 독점적 계약을 강요할 

수도 있을

디지털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전제조건] 디지털콘텐츠 육성사업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입안 하여야 함. 아울러 UCC 를 지원하고 

스타프로그램을 적으로 운영하는 웹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함.  

 

개방형 제휴프로그램(OAP, open affiliate program)  

독점계약 형태의 콘텐츠 계약조건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간 개방형 

제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콘텐츠제공자는 

포털로부터 트래픽을 넘겨받고, 콘텐츠제공자는 

풍부한 콘텐츠(실제로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즉 관문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역할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들이 자신들의 사이트 

방문자를 타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게임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사전 및 인물서비스, 그리고 지식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경 화의 

결과로 킬러어플리케이션2)들의 경우는 독점적 

운용을 위해 독점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콘텐츠제공사업자는 특정 포털에 

종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지배구조상 

불  있

발 할

 상생에 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츠 

 

종 도 상

한 바 있는 

UC 요 고

대

기

를 진행하는 것도 

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조성할 수 있음.  

화 ulti nte ovid

리한 관계에 놓일 수도 다. 따라서 독점적 

계약관계를 지양하고, 콘텐츠 제공업자와 상호 

제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포털을 통해 

콘텐츠공급자의 사이트에서 유료콘텐츠에 대한 

매출이 생  경우 일정한 배분 액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전제조건] 콘텐츠제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포털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배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음. 그러나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정부주도 우수콘텐츠경진대회(CC, contents contest) 

정부차원에서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우수콘텐

경진대회를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상에서 실시하고, 

포털기업과 연계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며, 일과성의 

시상식 중심이 아닌 실질적 지원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 병행 실시할 경우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콘텐츠소비자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웹사이트 상에서 유통 중인 콘텐츠들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우수 

콘텐츠들의 경우 분야별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폭넓게 각  지원을 하 록 한다. 이 같은 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 항에서 제시

I 를 적용할 필 가 있다  본다. 우수 

콘텐츠경진 회 등은 기업수준에서 시행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정보출연 관이 주도하여 경진대회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인터넷콘텐츠협회 등의 관련 협회나 학회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행사

콘

[전제조건] 관련 정부산하 기관에서 매년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연례행사로 추진함으로써 콘텐츠산업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자간 상생 

분위기를

 

MCP 활성 정책(MCP, m ple co nts pr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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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제공사업자들의 협 력(negotiation wer)을 

높이고,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MCP 모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MCP 를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세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포털은 MCP 에 의해

상  po

 

공 지 서비스가 

는

들과 

약

사

가지로 다수의 

텐츠제공자들을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업 화 

가 있다.  

 

제공 질

금을 지원하며, 포털사업자는 검증된 

콘

도입하는 

[전제조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품질인증업체로 

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

경

 이

의 

원해 주고, 

설

같은 는

털 자  

인

[전제조건] 포털사업자들이 콘텐츠산업활성화와 

함. 

화 되지 않을 경우 

은

점적 권 , 자생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츠, 게임콘텐츠 등의 킬러어플리케이션과 

폼을  

해  

용으로는 현지의 시장정보와 해당 관청과 연계한 

원 업 을 필

가 ,

)

츠 관

료 체계 등)을 

마련하여 권장토록 하는 것이 양자간 상생에 도움이 

검증된 콘텐츠를 공급받고, 영세한 

콘텐츠제 자들은 속적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많은 수의 군소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자금부족으로 경영의 

연속성에 어려움을 겪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량 MCP 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예컨대 신용카드사의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일일이 계 을 맺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중개업체로 결제대행 를 통해 일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결제대행사의 예로는 모빌리언스나 TG 코프 

등의 업체가 있다. 이와 마찬

콘

있도록 콘텐츠신디케이션 체를 활성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

[전제조건] 지원을 받는  MCP 들에 대해서는 

일정정도의 자격검증(qualification)과정이 

필요하며, 회원사(콘텐츠제공업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콘텐츠제공자 품질인증 제도(CPQC, contents 

provider quality certificate)  

콘텐츠 자 품 인증제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인증업체의 경우 포털사이트 진출이 용이해지도록 

하고, 육성자

텐츠제공자로부터 콘텐츠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인증제도인 『eTrust(한국전자거래진흥원)』나 

산자부의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등의 

예와 같이 『디지털콘텐츠 품질우수기업 

인증서(안)』 등의 인증 제도를 방안도 

필요하다.  

인증 받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

있으며, 포털사업자들의 경우도 인증을 받은 업체와 

거래관계를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포털사업자에게 강제할 사항은 아니며 

권고사항이 적합함.  

 

콘텐츠제공사업자 지원시 세제경감제도(TRTP  tax 

refund to portal)  

포털사업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장비투자를 

지원할 우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상생을 위한 방법  될 수 있다. 

포털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콘텐츠 공급사업자들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콘텐츠를 클릭 하는 경우 

제공자의 웹 서버로 링크를 연결하는 경우 

서버장비의 성능이 낮아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 포털사업자가 영세 

콘텐츠 사업자에게 장비투자를 지

비투자 지원 부분에 대해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고려해 봄 직하다. 

이 지원 형태  지금까지의 개념으로는 

가능성이 낮지만 포 사업 들이 콘텐츠시장의 

확장에 따른 궁극적  수혜자임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양자간의 공생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즉 콘텐츠 산업이 활성

포털사업자의 미래도 밝지 만  않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할 것임. 아울러 지원을 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독 리를 주장하지 않고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패키징서비스플랫폼수출지원정책(SPES, service 

platform export support)  

포털기업의 해외시장 

지원(기술지원, 시장조사, 현지상황 등)을 통해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자가 동반 

서비스플랫폼을 구성하여 진출하도록 지원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 정보화 수준이 세계적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포털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포털사이트는 현지의 문화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나 

한류 인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음악콘텐츠, 

영화콘텐

포털의 플랫  패키지화하여 해외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 시장의 문화관련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의 업체를 물색하여 제휴를 

맺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할 수 있는 

내

행정적 지 , 각종 세제 무지원 등  할 요가 

있다.  

[전제조건] 포털사업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이 

중요하며, 포털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정거래 이드라인 권장(FTG  fair trade 

guideline   

포털과 콘텐 제공자간 공정거래 행을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수익배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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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익배분 구조나 수수료 

체계에 대한 표준이 없는 상태이고, 경우에 따라서 

수익배분의 원칙이 달라짐으로 양 사업자간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의 

적용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콘텐츠제공 자의 콘텐츠라 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 따라 계약조건이 달라지며 수익배분 

구조등이 달라

업

진다. 이는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방

시 수

 생

[전제조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가 가

 대한 공감대를 

텐 자 공정

유도할 경우 양자간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제공 자 할

다 다르고, 콘텐츠제공업자들이 

이

 설명회나 

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

이

 

하

  나  

다.  

앞  우

업 트

, 

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 제고,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 

비스 방향성을 이해 

업

에  설명 및 

투명성 제고와 

동 고려 간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자간 

호 정보교류를 위한 컨퍼런스나 심포지엄을 

관기관의 확고한 의지, 

큐베이팅제도(CPI, contents 

을

  

생력을 

향성이나 사업정책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일관성이 없는 수익배분구조는 

인터넷 장의 건전성에 장애요인이 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상 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중재노력과 양 사업 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이루어야 할 것임. 아울러 가이드라인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소지가 현격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중재를 하도록 함.  

 

콘텐츠제공자선정프로세스투명성 제고(TSP,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포털업체의 콘 츠제공  선정프로세스를 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있다. 많은 수의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콘텐츠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방향성이나 사업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하여야 함으로 

콘텐츠 사업  선정프로세스를 이해  필요가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경우 콘텐츠제공사와의 계약 

체결이전에 거래관계의 시작을 위해 선정심사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포털사이트마

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콘텐츠제공업자의 불만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제공자 선정프로세스에 대한

심

상호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제조건] 포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콘텐츠제공 가 포털사업자에 협력제안시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트래픽통계 및 빌링자료 열람페 지제공(OPT, open 

page for traffic)  

유료콘텐츠서비스의 경우 정산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양자간 신뢰형성에 중요하다. 따라서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빌링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제화 는 방안이 필요하다. 많은 수의 

포털사업자들은 유료콘텐츠에 대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통계 및 빌링자료 수집을 

위한 기준, 최종 정산시 통계의 타당성에 대해 

콘텐츠제공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

서 제시한 바와 같이 UCI 를 적용할 경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보다도 

포털사 자의 적극적인 지원노력과 투명한 래픽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제조건] 포털사업자들의 통계수집 투명성, 

정산자료의 

대해 빌링정산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있음. 

포털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마인드 필요  

 

정부유관기관 주도 포털과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정기적 정보교류회 개최(IES, information exchange 

seminar)  

포털사이트의 정책 및 사업/서

못해서 콘텐츠제공 자와의 마찰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다. 포털사업자들의 사업방향성 및 서비스 

운영방침 대한 정기적 회 정보교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양자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양자간의 상생무드 

조성을 위해 유용할 것이다.  

콘텐츠 제공자 선정과정의 

일선상에서 되어야 할 문제로 사업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제공업자들의 경우는 포털사업자의 문턱이 

지나치게 

상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전제조건] 정부유

포털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콘텐츠 관련 학회 및 

협회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콘텐츠제공자 인

provider incubation)  

영세한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적정한 수익을 보전 

받거나 콘텐츠 생산을 위한 역량  키울 때 까지 

정부주도 혹은 포털사업자 주도 인큐베이터 속에서 

일정기간 자 키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UCC 창작자들의 경우 개인이 곧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하므로 수익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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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많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자로서의 역량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들 창작자들이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경우 종래의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인큐베이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큐베이션에서 자생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독립할 

  

 나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정기간동안 

세 행 제

 행정편의를

절

업활성화 산업단지 혹은 

지털콘텐츠 인큐베이팅 센터 등의 물리적 장소를 

 제공사업자들을 육성하거나 

여

인  

 과 칠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산하 

 적으 실시

를 려는 

방

 활성화에 

한 확고한 의지와 포털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의 

구축이 선결되어 다. 스타프로그램제 

운영(SP), 패키징서비스플랫폼수출지원정책(SPES),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권장(FTG) 등의 정책적 

대안들이 적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 책제안에 한 업계반응  조사결과표

협회 

(중립적) 업자

털

업자

제지원과 정적 지원을 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이 같은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엄밀한 실적평가와 감사활동이 필요할 

것이나 종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한 

평가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차는 지양해야할 

것이다.  

[전제조건] 콘텐츠산

디

마련하여 영세 콘텐츠

사이버 공간내에 인큐베이팅 센터를 두어서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하며, 선정된 사업자들은 

일정한 범위의 지원을 받고, 정기적 실적보고 등의 

의무를 부 하도록 함.  

 

업계반응도 분석결과  

업계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 이은 설문조사를 통한 

반응도 조사결과 상생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정책대안으로는 정부주도 우수콘텐츠경진대회(CC, 

contents contest)였다. 정부차원에서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우수콘텐츠 경진대회를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상에서 실시하고, 포털기업과 

연계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일과성의 

시상식 중심이 아닌 실질적 지원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 상에서 병행 실시할 경우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을 거  경우 

콘텐츠품질에 대한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성공

기관에서 매년 이벤트를 정기 로 하고,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연례행사로 추진함으로써 

콘텐츠산업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자간 상생 분위기 조성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정부유관기관 주도 포털과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정기적 정보교류회 개최(IES, 

information exchange seminar)이다. 많은 수의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정책 및 

사업/서비스 향성을 이해 못해서 

콘텐츠제공업자와의 마찰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다. 

포털사업자들의 사업방향성 및 서비스 운영방침에 

대한 정기적 설명회 및 정보교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양자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양자간의 상생무드 조성을 위해 

유용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의 산업

대

콘텐츠 관련 학회 및 협회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야 한 그 밖에도 

 - 정  대 도   

콘텐츠제공 

사  

포  

사상생방안 

A B C D E

평균

UCI-CRP 4 4 4 3 4 3.2

SP 5 3 2 4 4 3.6

OAP 3 4 3 3 3 3.2

CC 5 5 4 4 5 4.6

MCP 3 2 2 3 3 2.6

CPQC 3 2 3 4 4 3.2

TRTP 3 2 3 3 3 2.8

SPES 4 2 3 4 5 3.6

FTG 3 4 5 3 3 3.6

TSP 3 4 4 3 3 3.4

OP   4 4 3 3 3.4T 3  

IES 5 5  4 4.44 4

CPI 4 4 2 3 3 3.2
UCI 적용-콘텐츠 보호제도(UCI-CRP), 스타프로그램제 운영(SP), 개방형

휴프로그램(OAP), 정부주도 우수콘텐츠경진대회(CC), MCP 활성화

정책(MCP), 콘텐츠제공자 품질인증업체 제도(CPQC), 콘텐츠제공사업자

패키징서비스플랫폼수출지원정책(SPES), 

(FTG), 콘텐츠제공자선정프로세스투명성

제고(TSP), 트래픽통계 및 빌링자료 열람페이지제공(OPT), 정부유관기관

도 포털과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정기적 정보교류회 개최(IES), 

콘텐츠제공자 인큐베이팅제도(CPI) 

제

지원시 세제경감제도(TRTP),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권장

주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상생(相生) 즉 승승전략(win-win strategy)을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상생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정책의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으나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유통활성화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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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정책입안과 예산의 배정, 계획의 실행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원론적인 원인을 나열하자면 첫째,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의 힘의 불균형에 

의한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저변 확대가 미약하다. 

둘째,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경우 포털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열위에 있으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나 다중콘텐츠제공사업자(MCP) 층이 

얇아 역시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협상력 증대에 

한계가 있다. 셋째, 디지털콘텐츠 사업에 적합한 

수익모델의 부재와 불합리한 수익분배 구조에 따라 

콘텐츠제

적

. 구

어

 

 상

직전 는

뛰어넘어 전 

세계

이 포털이나 

콘텐츠제공분야 업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체간 상생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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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 품질의 질  하락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 넷째, 유료콘텐츠 매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부족으로 인한 유료화의 려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다섯째, 콘텐츠 생산을 위한 

기술인력 등 기반 인프라의 부족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복개발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국내 콘텐츠산업환경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주요 수요자인 

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생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주요 포털관계자와 UCC 사이트, 

 인터넷콘텐츠협회 등에 종사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상생방안으로는 정부주도 우수콘텐츠경진대회, 

정부유관기관 주도 포털과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정기적 정보교류회 개최, 스타프로그램제 운영, 

패키징서비스플랫폼수출지원정책,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권장 등의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인식과 맥을 

같이하여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콘텐츠제공사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유무선이 

융합되고, 단말기의 융합화 추세에 이은 이상적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은 더욱더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국내를 

적인 수요증가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적인 육성산업으로서 발전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콘텐츠를 유통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털사업자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연구개발 

역할을 담당하는 콘텐츠사업자와의 승승(win-win)을 

위한 방안들을 업계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다.  

본 연구는 포털사업자와 콘텐츠관련 사이트를 

운영중인 업계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이들 방안들에 대해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재차 의견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상생방안

아울러 

포털과 콘텐츠업

실질적인 정책입안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방법으로 

적 연구를 속할 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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