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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기 하여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넷 릭스와 훌루를 분석하 다.STOF분석 틀을 도입,두 사업자의 외부

환경,서비스 역,조직 역,재무 역을 분석하여 본 결과, 기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하게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넷 릭스는 렴한 비용으로 온,오 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 추천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반면,훌루는 유료 방송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수용자 락인을 목

으로무료서비스를시작함으로써 고없이TV콘텐츠를시청하고자하는수용자를끌어들일수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동질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장의 경

쟁 심화와 서비스 역의 동질화가 이에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경쟁 심화라는 외부 환경

요인은콘텐츠소싱비용의증가 수익률감소로직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콘텐츠 수용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 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온라인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 모델 N스크린 STOF 모델 창구화 모델

Abstract

The numberofonline video contentdistributors are rapidly increasing in N-screen

environment.Thepurposeofthisstudyistoanalyzethebusinessmodelofthesedistributors,

especiallyNetflixandHulu.BasisonSTOFmodel,environmentaldomain,servicedomain,

organizationdomainandfinancialdomainofeachcompanyareanalyzedandcompared.This

studyfindsthateachcompany'sbusinessmodelhaddistinctcharactersinearlierstage.Netflix

offeredonlineandofflineserviceinlow cost,whileHuluofferedup-to-dateTV contents

withoutfees.However,twocompanies'businessmodelsaregettingsimilar.Theresultofthis

studyshowsthathighlycompetitiveenvironmentandincreasingcontentbudgetaffecttwo

companiestoadoptsimilarbusinessmodeltosurv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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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 라인 상물 소비 시 가 막을 내리고 있다.지

상 방송의본방사수률은날로하락하고있고,TV를

통해서만 상물을시청하는‘TV온니(TVOnly)’세

들은고령화되고있다.미국에서는2012년온라인 상

물소비지출이역사상최 로오 라인소비를앞질

으며,변화된 소비자를 선 하기 해 상물 유통 시

장역시빠른속도로변화되고있다.국내시장의변화

도 물살을 타고 있다.개별 인 방송 콘텐츠를 서비

스해오던KBS,MBC,SBS,EBS가2012년하반기부터

콘텐츠 연합 랫폼인 ‘푹(pooq)’을 출시,N스크린 시장

에참여하 고,2012년5월에는 HCN과 도라TV

가 합작으로 에 리온TV를 출범하 다.티 로드도

2012년 3월 ‘티 로드’앱을 출시함으로써 모바일 서비

스를확장하 다.이에따라SKT의호핀,LG유 러스

의유 러스슛앤 이,CJ헬로비 의티빙등이진

입해있던국내N스크린시장이본격경쟁국면에돌입

한것이다.유럽에서도텔코TV,온라인TV등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으로 이블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1].그 에서도 특히 큰 변화가 감지되는 시

장은 미국이다.

흡사 거 한 쓰나미가 몰아친 듯하다고 묘사되는 미

국시장변화의핵은유통부문이라할수있다[2].미국

의 거 통신사인 컴캐스트(Comcast)가 X피니티

(Xfinity)를 통해 화와 TV 로그램을 컴퓨터,휴

폰,태블릿을통해서비스하기시작하 고, 성사업자

인 디쉬 네트워크(DishNetwork)도 화,TV,게임을

TV와 태블릿을 통해 서비스하기 시작했다.유튜 가

콘텐츠 채 을 확 하 고,콕스 커뮤니 이션(Cox

Communication)소비자들은 1만 여개에 이르는 비디

오를마음 로골라볼수있게되었다.뿐만아니라온

라인서 매로 시작한 아마존은인스턴스 비디오와

라임 인스턴트 비디오를통해 본격 인유통 사업을

펼치고있다. 형 인오 라인유통사 던월마트역

시 부두(Vudu)를 통해 상물 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애 의아이튠즈는더이상음악만을 해도구라하기

어렵게되었다.과거의잣 로사업자를분류하고 역

을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도,가능하지도 않

게 된 것이다.

물론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상이 아니다.

과거십수년간미디어시장은상업화와기술 융합,

새로운 랫폼의도입과 고의이주,수용자의 편화

와 로벌 경쟁의 강화 등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

화 속에서 끊임없는 확장과 소멸,변화를 지속하며 생

존해 왔다.그러나 최근 유통의 변화는 사업의 근간인

콘텐츠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있다는 에서보

다 괴 이다.새로운 유통 환경의 확장에 따라 최근

까지 미디어 시장을 움직이던비즈니스 모델은 효력을

상실해가고 있다.지상 텔 비 의 고수익이 감소

하고 있으며,유료방송의 가입해지(cordcutting)도 증

가하고있다.새로운 환경에서생존하기 해서는 N스

크린시 에 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개발이불

가피해진 것이다.

이러한환경에서본연구는새로운콘텐츠유통비즈

니스 모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구체 으로 최근 등

장한신규콘텐츠유통사업자들의비즈니스모델은어

떠한특색을지니며,사업자간비즈니스모델의차별화

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으며,이의함의는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특히 이러한 연구 문제를 탐색함에

있어 새로운 유통 사업자들이비교 안정 으로 성장

하고 있다고 단되는미국의사업자를 심으로 고찰

해보고자 한다.

미디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미디어 시장의 일반 특

성이라할수있을정도로오랫동안지속되고있다.기

술의변화와구조 행 의변화가늘반복되지만,이

에 한지속 인 심과 찰은시장의효율성과수용

자 복지를 해 필수 이다.유통 사업자들의 변화 면

에서선구 사례를보여주는미국시장을 심으로이

러한 상을분석함으로써최근 변하고있는국내유

통 시장의 변화를 검하고 비할 수 있다는 에서

본연구는의의를지닐수있을것이다.특히2013년이

후 국내 콘텐츠 유통 시장은 푹,에 리온TV등 기존

형사업자는물론,비키(viki.com),숨피(soompi.com)

등의 국경을 월한 사업자, 디스트(wedisk.co.kr),

일노리(filenori.com)등의 P2P 일 공유 사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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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돌하는극심한경쟁시장으로변모하고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 유통사업자들이 어떻게 경쟁력

을확보할수있을것이며,어떠한차별화 략을도입

해야하는가에 한함의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 된

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통적 영상물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

N스크린이란 공통된 OS를 기반으로 N개의 디바이

스에하나의동일한콘텐츠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N스크린은이미십여년 부터가능성이탐색되던개

념이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공회 하다가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비약 진보를 이루게 되

었다. 기의 N스크린은 단순히 OSMU(Onesource

multiuse),공통의OS,유무선네트워크로연결된다양

한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는서비스로 받아들여

졌다.그러나 최근에는 끊김 없는 서비스,클라우드 서

비스개념이N스크린의구성요소로추가됨으로써,기

기별로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ASMD(AdaptiveSource

MultiDevice)도 극 추진되고 있다[3].

N스크린의진보는다양한 역의사업자들이콘텐츠

유통 시장에 진입하는데 향을 미쳤으며,이를 통해

수용자들의 습성을 뒤흔드는 변화를 발하게 되었다.

TV가구가감소하고있으며,미국의경우지상 방송

유율이 2010~2011년 28%까지 하락했다[5].지상

방송의 고수익하락은당연하다[5].자신이시청한콘

텐츠에 해서만 지불하려는 상이 증가하면서[6][7],

유료방송의가입자해지도증가추세다.2011년2사분

기에만 타임워 이블(TWC)을 해지한 가구는 12만

4천에달한것으로집계된다[8].반면,온라인다운로드

가 증가하고 있으며[9],온라인을 통한 비디오 시청 시

간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4].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로 존재하

던 ‘ ’이라는 집단이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 인미디어는수용자가언제,어디서무엇을소비할

까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 고,이 같은 서비스를 통

해 다수의 시청자를 모으는 매체로서 기능해 왔

다.특히 창구화는 통 인 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수익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게 해 주었다.창구화

란 다양한 매체에 순차 으로콘텐츠를 유통시키는선

형 인 유통 모델로,콘텐츠 생명주기를 연장함으로써

복수의 수익 만회 기회를 창출하 던 것이다.이러한

과정을통해 통 인미디어는 고주와 수용자가지

닌 욕구를 충족시키고,이에 한 보상으로 재정 이

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10].즉, 이라는 존재는

통 인콘텐츠비즈니스모델의토 로서,규모의경제

를 통한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기재 던

것이다.그 기 때문에 의 해체와 분산은 산업

차원에서볼때 통 텔 비 비즈니스모델이붕괴

됨을 의미한다[11].혹자는 통 인 할리우드 사업자

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N스크린화자체가 아니라,

의 편화라고 평하기도 한다[12].

과거에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더라도 상호 보완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공존이 가능했고,각각의 비

즈니스모델의유지도가능했다.이러한사실은 소이

론을 통해서도 검증되고 있다.그러나 최근 각 서비스

의차별성이사리지고있으며,경계가 괴된시장에서

모든 미디어는 직 인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13].

홀드백은 속히감소되고,선형 인유통질서도와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넬슨과 길모어의 연구에

의하면, 화의 홀드백은 최근 7년간 반으로 감소되

었으며,극장 종 이 에 DVD가 발매되는 경우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14].국내에서 이루어

진 연구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이문행에

의하면,최근 국내 지상 방송 콘텐츠의 배 주기가

격히 단축되어, 개 1주일 이내에 동시 다발 으로

유통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악된다[15].

2. N스크린 시대의 영상물 유통 비즈니스 모델

이러한 사실이 방증하는 것은 통 인 비즈니스 모

델이 서서히가치를잃어가고 있으며,N스크린 시 에

합한비즈니스 모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다.최근비즈니스모델에 한연구의증가추세는이

러한 필요성을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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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목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반 이후로,인터넷의 등장에

따라새로운가치창출이가능해지고기존수익모델의

변화가불가피해졌기때문이라할수있다[16].특히미

디어,정보 통신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용한 연

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17],이는 경쟁의 증가,

수용자 분할,미디어 시장의 지배력 이동,디지털 미디

어의수익한계에따라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 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악된다[18]. 한 제작자와 소

비자간 직거래 증가로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을구성

하는요인간 계가변화하게된 ,이에따라새로운

모델에 한요구가높아진 도 향을미쳤다는분석

이다[19].

비즈니스모델이란고객이무엇을원하며,기업이이

러한욕구를어떻게충족시켜어떠한성과를얻고있는

가를보여주는모델로,기업이시장에서어떠한생태계

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틀이다[16][20][21].이

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채택,실 한 략을

고스란히 보여 다[22]. 한 기업 내부 요소뿐만 아

니라,공 자,제휴기업,고객의행 등을모두포 하

는 총체 이고 체계 인 을 제공함으로써, 통

인산업과차별되는 안 시각으로기업을구분할수

있게해 다[17].바로이러한장 으로인해기술의발

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미디어나 정보통신 산업을

분석하기 한 한 틀로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23].

이같은비즈니스모델을분석하기 한개념 틀로

보우맨 등은 STOF(Service,Technology,Organization,

Finance)모델을 제안한다[24].STOF모델은 2003년

버 등에 의해 처음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틀로 사용

된바있다[25].이후다양한연구를통해도입된바있

는 STOF모델은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의 모델 분석

틀로 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26].STOF모델은 서

비스 역,기술 역,조직 역,재무 역의 네 가지

역분석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가어떻게가치를창

출하고 유하는가를보여주는분석틀이다.STOF모

델의네개 역은상호 향을미치며,나아가시장의

역동성이나 기술 발 ,규제 환경 등 외부의 향을

받기도 한다.각 역은 하 요인으로 구성되는데,구

체 으로 서비스 역은 시장세분화(목표 수용자),서

비스가치특성으로이루어진다.기술 역은 역폭이

나 서비스 질 등으로 구성되지만,미디어나 통신의 기

술 역인송신,미들웨어등은장비업체나소 트웨어

업체가 리,개발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지닌 향

력은상 으로낮다고할수있다.조직 역은수직

통합 등 가치 사슬 구조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재무

역은 고,월정액 등 수익 모델과,궁극 으로 이를

통한수익을의미한다.구체 인STOF모델은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STOF 모델의 분석틀

보우맨 등은 이러한 틀을 통해 IPTV의 비즈니스 모

델을 분석한 결과,IPTV는 이블, 성과 강도 높은

경쟁 환경에 있지만,통신사에 한 수용자의 랜드

충성도,롱테일콘텐츠등으로경쟁력을확보하고,가치

사슬상수직통합 구조를지님으로써거래비용의감

소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기본

으로는 가입자 모델을 표방하지만, 고,VOD를 통

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재원이나 제작력 면에서 여 히 약 을 지니며,향후

규제와 시장 변화의 방향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즉,완만한

경제 성장 속에서 규제 완화와 소비자의 번들 서비스

채택에 따른 통신사의 거 화, 폭 인 규제 완화와

공정경쟁에 따른 고강도 경쟁 시장화,반독 반

IPTV정책에따른경쟁력약화와시장선 실패에따

른시장교착화,규제장벽과소비자무 심에따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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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장으로의회귀라는네가지방향으로 개될 망

이다.

큐리는ASP(Applicationserviceprovider)기업의비

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면서 략 포지셔닝,상품

서비스 포트폴리오,가치 제시의 세 가지를 분석 틀로

제시하 다[27].이는STOF모델의 서비스 역,조직

역과 개념 공통 을 지닌다.그의 연구 결과에 의

하면,ASP기업들은세 역 어떤것에서도경쟁

우 를확보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ASP들은처음

부터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주력했고,이는 오히려 기

업간동질화결과를낳았기때문이라는해석이다. 한

규모의경제확보도실패했는데,신규진입자들도손쉽

게 트 쉽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력을 통한 이

익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따라서 시장 선 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는 이러한 결과는

ASP기업의비즈니스모델이미성숙하며근본 결함

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Ⅲ. 연구방법 

본연구는미디어시장의 격한변화속에서콘텐츠

유통이어떠한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고있으며,사업

자간비즈니스 모델차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

가를 분석하기 한 목 을 지닌다.이러한 연구를

해서우선분석 상인미디어사업자를선정하는일이

요하다.미국의 방송통신규제 기구인 FCC(Federal

CommunicationsCommission)에 의하면,미디어 사업

자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된다.첫째는 통 인 방송

사업자인 지상 네트워크 방송 사업자 집단이고,두

번째는 이블, 성 등 유료 다채 방송 사업자인

MVPD(Multiplevideoprogrammingdistribution)집

단,세 번째는 OVD(Online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집단이다[28].최근 성장을이루고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 집

단인것이다.온라인콘텐츠유통사업분야는 다시

세 집단으로 세분화된다[29].유튜 처럼 일반 이용자

가 만든 UGC를 모아 유통하는 사업자,이용자가 동

상들을 교환하는 p2p사업자,마지막으로 상업 인터

넷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가 그것이다.이 에서

본연구는세번째범주인상업 으로콘텐츠를유통하

는온라인사업자에주목하고자한다.UGC나p2p가콘

텐츠유통에서많은비 을차지하는것은사실이지만,

본연구가N스크린도입으로인한콘텐츠유통비즈니

스모델을탐색하기 한목 을지니고있고,이를

해서는상업 온라인콘텐츠유통 사업자를 상으로

하는 것이 합할 것으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한

상업 콘텐츠 에서도다 랫폼유통이가장활발

히 일어나는 화,드라마를 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

분석 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하여 본 연구가 최종 으로 선정한

분석 상은미국의신규콘텐츠유통사업자인넷 릭

스(Netflix)와 훌루(Hulu)이다.넷 릭스는 1999년

DVD우편 여업으로 출발,2007년 ‘워치 인스턴트리

(WatchInstantly)’를 설립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업에진출하 다. 재넷 릭스는북미피크타임스

트리 인터넷 트래픽의 1/3,TV동 상 스트리 시

장의89%를장악하고있는지배 인콘텐츠유통사업

자이다.1

훌루가 스트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이

지만 유율이 차증가하고있으며,무엇보다넷 릭

스와다른설립배경을지녔다는 에서분석의의미를

찾을수있다.훌루는NBC,Fox,ABC를소유한NBCU

와 뉴스콥스,디즈니가 2008년 합작 설립한 온라인 비

디오 유통사다.이와 같이 각기 다른 배경에서 출발한

유통 사업자를 분석 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사업자간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의미를 지니며,앞으로의 시장

개를 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의분석항목은STOF모델이제시한외부환

경과내부 역으로구분되며,내부 역은STOF모델

의네가지 역 서비스,조직,재무 역으로한정하

다.분석 상사업자들이통신이나미들웨어를직

제공하지 않고,제 3자의 인 라를 이용하여 동 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에 근거,기술 역은 분석에서

1.2013년제1분기의시장 유율기 으로,넷 릭스의 유율은 년

동기간 비4%감소하 지만,훌루의 유율은3%증가한것으로

집계된다(참조는 NPDGroup,Inc.,VideoWatchDigit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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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자 하 다.분석에 포함된 세 개 역은 기존

연구를토 로각각의하 요인으로구분하 다.구체

으로 서비스 역은 목표 수용자,콘텐츠 다양성,서

비스 가치를 분석 상으로 하 으며,조직 역은 가

치사슬 상 구조 특성을,재무 역은 수익 모델과 수

익을 분석하 다.

분석자료의수집은2013년넷 릭스 훌루홈페이

지의 재무재표 등을 기 으로 하 으며,각 역에

한 언론 보도 리서치 결과를 참조하 다.

Ⅳ. 연구결과

1. 외부 환경적 요인 분석

STOF모델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을 강조한다.기업의 환경을 둘러싼 시

장,기술,네트워크 소비자가치,규제는상호 향을

미치면서기업의여건을조성하기때문이다.본연구의

분석 상인 넷 릭스와 훌루는 2000년 말 온라인

콘텐츠유통서비스를시작한사업자로,기술이나시장,

소비자,규제차원에서유사한환경에서출발하 다.우

선두사업자를둘러싼규제환경은비교 호혜 이었

던 것으로 분석된다.무엇보다 미국의 FCC가 이들 사

업을유료사업자의보완재로인식하고있고,지속 인

논란속에서도 망 립성 기조를 유지하고있다는 에

서그러하다[28].가입자이탈사태를겪은유료매체들

이 온라인 유통사를경쟁력을 갖춘와해 사업자라고

주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FCC는신규사업자가성

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 무게를 둠으로써

호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은 빈번한 시장 진입과 퇴출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온라인 콘텐츠 유통사업은 FCC의

허가등을요건으로하지않고,자체 인망구축의필

요도 없기 때문에 여타의 콘텐츠 사업과 비교할 때 진

입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다[30].서비스 제공을 해

별도의 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역시 진입 장벽

을낮추는데기여한것으로보인다.이같은호혜 정

책 환경과 낮은 진입장벽은자연스럽게 경쟁의 심화로

연결된다.더욱이지리 으로시장이획정되어있는기

존 사업자와 달리,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업은 국을

상으로서비스할수있기때문에경쟁의범 도무한

하다.결국 이러한 특징은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의 빈

번한 시장 퇴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2011년 퇴출된

미비(MeeVee),세즈미(Sezmi)등은 표 이다.

반면,소비자의 가치는 온라인 콘텐츠 유통 쪽으로

이 하고있는듯하다.온라인은소비자들이원하는다

양한콘텐츠를 렴한가격에,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

제공하기때문이다.온라인비디오소비는 은층일수

록높게나타나는데,특히18~49세남성의온라인소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4]. 한 2014년 닐슨의 자료

에 의하면,18세～34세의 온라인 비디오 소비는 50세

이상의 비디오 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반면,이들의 통 인 텔 비 의 소비는 50세 이

상의 반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31]. 한20 의

유료 방송 가입 해지 비율이 높은 등에 비추어 볼

때,앞으로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향한 소비자의 가치

이 은 불가피할 것으로 측된다[32].그러나 망사용

료 부담은 소비자 가치에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내부 요인 분석

1.1 서비스 영역

서비스 역은 특정한 시장에서 소비자를 해 마련

된기업의서비스를의미하며,이용자들이지닌잠재

이익은소비자의기 가치를의미한다.이러한차원에

서볼때,넷 릭스와훌루의서비스는기존의유료사

업자들의한계로여겨졌던 렴한이용료,방 한콘텐

츠,편리한 이용으로 집약된다.두 서비스는 모두 웹사

이트를통해유료회원으로가입하는간단한 차만거

치면 PC,모바일,Xbox,Nintendo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서비스받을수있다.이처럼두사업자의서비스

가유사하게출발됨에도불구하고목표수용자,콘텐츠

다양성,서비스가치라는하 요인별로구체 으로살

펴보면 지 않은 차이 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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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 수용자

먼 ,넷 릭스의 목표 수용자는 통 TV의 고정된

편성,높은유료방송가입료,오 라인DVD 여의불

편함에불만을지닌 은층이라할수있다.이들은여

러 편의 로그램을 한꺼번에 몰아보는 새로운 TV시

청습 을만들어내면서온라인콘텐츠유통의목표수

용자로 부상하 다.훌루도 일차 으로 이러한 수용자

를 목표로 한다.하지만 훌루는 모기업인 주요 네트워

크 방송사 로그램을 방송바로 다음날 서비스한다는

에서지상 방송 로그램에 한애착이보다높은

수용자를 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콘텐츠 다양성

두 사업자의 유사성은 방 한 양의 콘텐츠 면에서도

확인된다.콘텐츠다양성은소비자가치에직 인

향을미침과동시에 랜드정체성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두사업자모두라이 러리확 에주력하고있

다.콘텐츠규모면에서는넷 릭스가훌루보다앞선다.

2013년 넷 릭스의 TV물과 화의 규모는 총 10억 시

간에 이른다.최근에는 넷 릭스에 독 으로 서비스

하는 오리지 로그램도 다수에 확보하고 있다.2

반면,훌루의 장 은 최신 방송 콘텐츠 제공에 있다.

네트워크와 이블 로그램의 방송 익일 서비스라는

차별성을확보하고있기때문이다.비록호평을받지는

못했지만,훌루역시뉴스,코미디,시리즈등오리지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33].32013년 한 해 동안 훌

루가 제공한 오리지 콘텐츠는 총 20편에 달한다.

체 으로훌루가제공하는TV물은8만6천편에달하며,

6만8천 시간의 비디오물을 제공하고 있다.

③ 서비스 가치

넷 릭스와 훌루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문은 서

비스 가치이다.월정액 9.99달러로 무제한 우편 DVD

서비스를 제공하던 넷 릭스가 획기 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스트리 서비스를제공하면서

2이에는 ‘Lilyhammer’,‘OrangeistheNewBlack’,‘HouseofCards’,

‘HemlockGrove’,‘ArrestedDevelopment’등이 포함된다.

3.‘Spy’,‘Misfits’,‘Whites’,‘TheBoothattheEnd’,‘Mongrels’,‘Rev.’,

‘TheYard’,‘Battleground’등이 표 인 이다.

부터이다.추가비용없이온라인콘텐츠를제공함으로

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고,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이러한 서비스 가치는 2011년 넷 릭

스가 온라인과우편 서비스를분리하고 각각의 서비스

를 7.99달러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실험된 바 있

다.넷 릭스의 발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입자 80만

명이이탈하 고,계획은백지화되었다.넷 릭스의콘

텐츠추천서비스도가치확 에주효했던것으로분석

된다.추천서비스는고객의소비취향에근거,추천목

록을제공하는것으로,소비자가치를높여 과동시에

톱 리스트 콘텐츠에 한 소비를 여 으로써 사업자

차원에서도 효율 략이라 평가된다[34].

반면,훌루의 서비스 가치는 미국 시청자들이 가장

거부감을느끼는 고를회피할수있다는 에서찾을

수있다.물론무료Hulu서비스는 고를포함하고있

지만,2010년부터 시작한 훌루 러스는 월정액 7.99달

러를 받는 신, 고를 제공하지 않는다.주요 네트워

크의인기 로그램을방송다음날 고없이제공한다

는 이 고객 가치를 높인 것이다.

서비스 차원에서 양사가 공통되는 부분은 복잡한 가

입 차없이온라인을통해가입과탈퇴가가능하다는

이다.이는기존의유료방송과차별화되는부분이라

할 수 있다.

1.2 조직 영역

넷 릭스가 오 라인 DVD 여업으로 시작한 것과

달리,훌루는 콘텐츠 보유사들이 설립한 온라인 유통

채 이다.즉,콘텐츠보유사들이유료채 을우회하여

수용자 을 확보하기 한 목 으로 설립되었다는

에서근본 차이가존재한다.그러나모회사가보유

하고 있는 콘텐츠만으로는 충분한 다양성을확보할수

없었던훌루는콘텐츠제공업체와의제휴를통해 콘텐

츠를 공 하고 있다.이 은 넷 릭스 역시 마찬가지

이며, 부분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사업자들의 공통

이기도 하다.

넷 릭스의경우,최신 화공 을 해2010년8월

9억 달러에 이블 채 에픽스(Epix)와 5년간의 스트

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4넷 릭스는 NBC,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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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CW,폭스,타임워 등주요텔 비 콘텐츠제

작자와 스트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최근에는 TV

에피소드를 보다 극 으로 구매하고 있는데,헐리우

드 제작사들이 DVD나 VOD 매 감소를 이유로 공

계약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5].

훌루 역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네트워크

로그램뿐만 아니라, 극 인 트 쉽 구축에 노력

하고 있다.2011년에는 카시 워 (CarseyWernerTV

Distribution)와 11개 시트콤 라이선스를 획득했으며,

방 인 에피소드에 한 5년 라이선스 권한을 획득

한 바 있다. 재 훌루의 콘텐츠 트 는 300개 사로

집계된다.

이처럼 독자 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보다는 외부

의콘텐츠공 업체에의존하고있는 은제작이나송

출을 한 매몰 비용이 약된다는 에서 장 이 될

수있지만,약 으로작용할수도있다.기업의핵심가

치인 콘텐츠 소싱 비용에 한 통제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때문이다.더욱이최근N스크린확 로미국콘

텐츠배 권료가 격히상승하고있기때문에조직운

에 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이는 넷 릭

스나훌루의콘텐츠서비스차별화에도 부정 인 향

을 래한것으로 단된다.즉,콘텐츠선택의폭이넓

어지고 이용 편의성은 증가했지만,이 두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간 차별화가 차 사라져진다는 것이

다.콘텐츠차별화실패는사업자간경쟁만심화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최근 양사 모두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자체제작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제작은 소규모에 그치며,투자 비 수익 역시 미

미한 수 인 것으로 분석된다.

1.3 재무 영역

재무 역의 분석은 수익 모델과 수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수있다.우선수익모델은두사업자간차이가

있는데,넷 릭스는수용자직 지불에의존하고있는

반면,훌루는 고에의존하는기본형과월수신료로운

되는 훌루 러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

4.이를 통해 넷 릭스는 ParamountPictures,Lionsgate,Metro-

Goldwyn-Mayer등의 화를 제공받고 있다.

다.

먼 ,넷 릭스의수익을살펴보면, 체가입자는꾸

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2012년말기 ,넷

릭스 스트리 가입자는 2천761만 명으로,2011년 2천

26만 명에서 21%증가하 다.이에 따라 총 스트리

수입도 24억7천241만 달러로 증가하 다.반면,DVD

가입자는 26%감소하 고(822만4천 명),수입 역시 11

억3천687만2천 달러로 감소하 다. 체 으로 볼 때,

2012년 넷 릭스 총 수입은 36억928만2천 달러로 증가

하 고, 년 비 성장률은 13%로 나타난다.그러나

2010년총수입이21억6천26억원으로 년 비성장률

이 30%,2011년 총 수입은 32억 457만7천 달러로 년

비 48%성장하 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성장률이

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 릭스 수입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콘텐츠라이 러리 구축이나마 을 해지불한비

용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넷 릭스가 스트리

콘텐츠라이선스를 해2012년지불한비용은총25억

1,550만6천 달러로, 년 비 8.4%상승하 으며,2011

년에는 년 비271.3%가 증하 다. 한2012년총

마 비용은 년 비20.4%증가하 으며,2011년에

도 년 비37.0%증가하 다.5유일하게감소한것은

DVD구매 비용으로,2010년 총 1억2,390만1천 달러에

달하던비용이2011년8,515만4천달러,2012년총4,827

만5천 달러로,각각 31.3%,43.3%감소하 다.이와 같

이 넷 릭스의지출이증가하면서 총수익 역시 하락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에는 년 비 총수

익이 40.6%증가하 지만,2012년 년 비 92.4%감

소한 1,715만2천 달러에 그쳤다.향후 일 년 내 콘텐츠

확보에투입될 액이20억달러에달할것으로 측되

어,수익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측된다.

월 수신료로 운 되는 훌루 러스의 가입자도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훌루는 2011년 서

비스 유료화를 겪으면서 가입자 수가 1백만 명 수 으

로 감소되었지만,2013년 5백만 명으로 증가하 다.무

료로운 되는훌루의 고수익도증가하고있는것으

5.넷 릭스 콘텐츠 스트리 라이선스 비용은 2011년 23억2073만2천

달러,2010년4억621만달러로집계됨.마 비용은2012년4억8492

만9천달러,2011년4억263만8천달러,2010년2억9383만9천달러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538

로나타난다.2009년훌루의총 고수익은10억달러

으나,2012년에는총수입이 년 비약65%증가하

여 6억9,5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이같은훌루의양 성장에도불구하고수익

구조는개선되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넷 릭스와마

찬가지로훌루도콘텐츠구매 마 비용의상승으

로 흑자 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훌루가

2012년한해동안콘텐츠에투입한비용은5만달러에

이르며,분기당운 자가3천만달러로추정되고있

다[36].더욱심각한사실은훌루의이러한투자가경쟁

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 이라는 이다.즉,훌루

의입장에서는콘텐츠확보를 해막 한비용을투입

하고있지만,충분한경쟁력을확보할만한수 에이르

기는 어렵다는 것이다.훌루의 탄생 배경은 지상 수

용자들의 락인(lock-in)효과를 한 것이었지만,훌루

의 수용자가 증가할수록 모회사인 지상 네트워크의

시청률은감소될수밖에없다는 역시훌루가직면하

고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의 수익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콘텐츠구매비용상승에도불구하고이용료인상이용

이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넷 릭스는 <가십

걸(GossipGirl)>을 편당 60만 달러에 계약한 것을 비

롯,CW네트워크와총10억달러에이르는계약을체결

할 정도로 콘텐츠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37].하지만

손쉬운 가입 차 만큼 탈퇴도 쉽고,더욱이 사업자별

콘텐츠 차별화도 체감되지않기 때문에 랜드 충성도

가형성되기어렵고,이 은요 인상을어렵게만드

는요인이된다.ISP(Internetserviceprovider)사업자

들의 인터넷 종량제 채택 역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보인다.이미컴캐스트는2008년부터한달250

기가바이트를 과하는 사용자의 이용을 차단하고 있

고,AT&T,콕스등도데이터사용용량을제한하고있

기 때문이다.콘텐츠 수 운 비용의 상승은 온라

인 유통사업자들의성장을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단된다.

Ⅴ. 결론 및 함의

1. 결론

N스크린 시 의 콘텐츠 유통을 해서는 새로운 비

즈니스모델이요구된다.불특정다수인 이해체되

고,미디어 콘텐츠 소비에 한 통제권이 소비자에게

이양됨으로써 과거 비즈니스 모델의 토 가 와해되었

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

고있는온라인콘텐츠유통사업자들의비즈니스모델

을 탐색하기 한 목 으로 미국의 넷 릭스와 훌루를

상으로분석을실시하 다.두사업자는사업규모나

연한 면에서 로벌 경쟁력을 지닌 사업자들로,향후

온라인콘텐츠유통사업의비즈니스모델구축에 향

을 미친다는 에서 분석의 의미를 지닌다.비즈니스

모델분석을 해STOF틀을활용하 으며,사업자를

둘러싼외부환경,내부의서비스,조직,재무의 역을

세부 분석 항목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두 사업자의 기 비즈니스 모델은 명확

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러한 차

이 은무엇보다두사업자의상이한출발배경에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오 라인 DVD 여 에서 출발,

온라인으로 사업 역을 확장한 넷 릭스는 렴한비

용으로온,오 라인통합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

의 가치를 높이고,수용자 충성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즉,방 한 콘텐츠의 온,오 라인 통합 서비스가 넷

릭스의 성장을 견인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 역시 넷 릭스의 고객 가치

창출에 정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할리

우드제작사 지상 네트워크가설립한훌루는유료

방송을우회하여 수용자 을 확보하기 한 목 으

로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 다.즉,최신의 로

그램을 고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장 을 통

해TV콘텐츠에 여가높은수용자를끌어들일수있

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기에는 두 사업자가

차별 인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고있었으며,이를통

해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이같은차별화는 차소멸되고있는것으로

단된다.무료서비스로 시작한 훌루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라는 명목으로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 고,넷 릭

스는온,오 라인서비스분리 이용료인상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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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다고 평가된다.넷 릭스의 오 라인 서비스 이용

이 감하면서 오 라인 유지비 부담이 높아지고있기

때문이다. 한넷 릭스가 화보다는방송콘텐츠확

보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한편,방송 콘텐츠에서 차별성

을지니던훌루역시 화라이 러리를확충하고있는

등은 두 사업자간 차별화를 차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사업자간 비즈니스 모델이 이처럼 차이를 잃어가

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결정 향을 미쳤기 때문으

로분석된다.먼 ,외부환경 요인인호혜 정책환

경의 향을꼽을수있다.온라인콘텐츠유통사업을

해서는별도의허가조건이나높은매몰비용이필요

치않기때문에경쟁사업자들의시장진입이상 으

로 용이하다.이 때문에 아마존,월마트 등 거 자본

사업자뿐만아니라, 소유통업체들도경쟁에참여하

고 있다.문제는 부분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업자

들이 설립 목 이나 배경에 계없이,높은 유료 방송

이용료,고정된 편성,오 라인 DVD 여의 불편함에

불만을 지닌 은 소비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

다.시장진입이용이한반면,동일한서비스가치를추

구할수밖에없기때문에경쟁의강도는심해질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소비자 가치가 창출되는

다양한 콘텐츠, 렴한 서비스,편리한 서비스 제공의

특성은 부분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도손쉽

게채택,모방할수있는특성들로,이를통한경쟁력확

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구체 으로 추천 서비스,편리한 가입 해지 차

는 부분의사업자들이이미도입하고있는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기 어렵다. 한

부분의사업자가제공하는콘텐츠규모역시이미소비

자들이차이를느끼기어려울정도의방 한수 에도

달하 고,이용료역시비슷한수 에서결정되고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차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결

과 으로 볼 때,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한 넷 릭스

와훌루는 기차별 인비즈니스모델로 격한성장

을이루었지만,외부환경요인 내부서비스 역의

향으로 차 비즈니스 모델이 동질화되어 가고있다

고 분석된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동질화가 회의 으로 해

석되는이유는분석 상인넷 릭스와훌루의조직

역 재무 역 분석 결과 때문이다.본 연구의 재무

역 분석 결과,두 사업자는 양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수익률이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가입자

규모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비

스 가치 창출을 해 투입되는 콘텐츠 소싱 비용이

격히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본연구의조직 역분

석에서도 콘텐츠 비용의 상승은 확인할 수 있었다.핵

심자산인콘텐츠의수 을 부분외부에의존하고있

는 이들 사업자들이 향후 콘텐츠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기 하기도어렵다.N스크린으로인한콘

텐츠 확보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콘텐츠 보유

사들의직 인 랫폼시장진출도 견되고있기때

문이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차별성을 찾기 해

두사업자가최근자체 인오리지 콘텐츠제작에투

자하고 있지만,규모가 극히 소수에 그치며 성과 높지

않은것으로평가된다.결국재무구조의개선역시쉽

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단되는 것이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진입장벽이 낮고 확장

속도가빠르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모방이 용이한 인터

넷 비즈니스의 한계에 한 연구[19],기업간 비즈니스

모델의 동질화로 인해 규모의 경제 확보 경쟁 우

확보에실패한ASP기업에 한연구[27]등은온라인

콘텐츠유통사업자들의향방에 해회의 견해를더

해 다.넷 릭스와훌루는제휴나 트 쉽을통해콘

텐츠 라이 러리를 확충하고 있지만,이 역시 충분한

이익가져올것으로기 하기어렵다.신규사업자들도

손쉽게 트 쉽을형성할수있기때문에시장선 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7].이것이 바로

티스가주장한비즈니스모델차별화의난맥이라할수

있다[21].티스에 의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 , 를

들면 월정액제도나 고지원방식 등은 타 사업자들도

쉽게모방할수있는것으로,가치우 를유지할수없

으며 차별 인비즈니스 모델이라 하기도 어렵다고지

한 바 있다.

아직은 도입기에 불과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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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모습으로 귀결될지를 견하

는것은시기상조일수있을것이다.앞으로좀더면

한 찰이 필요하겠지만,본 연구의 분석에 기 하여

볼 때,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사업이경쟁력을갖추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

다.기술의보편 채택이증가하고,온라인과오 라인

기업간의 상호작용과 모방이 강화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동일한 정책 환

경,어떤사업자를선택하든서비스가치가유사해지는

특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를모색하는 일

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단된다.

2. 국내 온라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함의

2013년을 기 으로 국내에도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

장 경쟁이 본궤도에 진입하 다.미국과 다른 이 있

다면 국내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장의 경우,기존의

방송사나 통신 사업자들을 심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이다.지상 방송 사업자 심의 푹, 이블 사업자

들의 티빙,에 리온TV,티 로드,통신사들의 호핀,

유 러스 슛 앤 이 등이 자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부분의

사업자들이 유사한 시기에 서비스를 도입하 기 때문

에가입자확보경쟁만치열할뿐,아직은안정 궤도

에 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도 특징 이다.

이러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장의 황은 몇

가지면에서우려스럽게평가된다.무엇보다 소한국

내콘텐츠시장의특성과동질 소비의특성상,콘텐

츠가지속 ,반복 으로소비될시장이존재하지않는

은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장에 한 회의 견해를

더해 다.시장선 을 해서비스를도입하 지만,경

쟁만 심화되고 수익 확보가 어려울 경우,비즈니스 모

델의 구축은 물론,사업의 존속도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넷 릭스와 훌루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에는각사업자들이차별 인콘텐츠를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무수한 랫폼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고

도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결국,유사한 소비

자,비즈니스모델의손쉬운모방은사업자간동질화를

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온라인 콘텐츠 유통 서비

스의 부분이이미지상 의시청률상 콘텐츠로채

워지고있는 ,가입자확보를 한가격할인경쟁을

동일하게도입하고있다는 은이같은사실을방증한다.

결국문제는이러한경쟁을얼마나버틸수있는가로

귀결된다.미국 사례의 분석에서 밝 진 바와 같이 넷

릭스와 훌루역시 시간이 지나면서차별화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미국의 넷

릭스가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렴한 비용의 온,

오 라인통합서비스라는차별화된비즈니스모델,이

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보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한

훌루의 생존은 배후의 막강한 콘텐츠 보유사,이들의

자본력이라할수있다.즉,온라인콘텐츠유통시장의

경쟁은 콘텐츠 비용과 렴한 이용료를 인내해 낼 수

있는 자본력의 경쟁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유

사한 비즈니스모델을추구하며 모두가 동시에 경쟁하

고 함께진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해서는 장기간

의상당한투자가필요하며,이를확보할수있는자본

력과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시장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란 망이다.아직은국내시장에서이러한차별력

과 자본력을 지니고 있는 사업자는 부각되지 않은 듯

하다.서비스도입기의국내온라인콘텐츠유통사업자

들은 단기간의수익 확보보다는 장기간 투자를 인내할

비를 우선 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 미국 온

라인유통사업자들이보여 바와같이기업간제휴나

트 쉽 체결을 통해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해야할것

이다.

무엇보다본연구의결과가함축하는바는섣부른온

라인콘텐츠유통시장의진입이지양되어야한다는

이다.차별성이사라지는시장에서생존을결정짓는요

인은결국자본력이될것이기때문이다.이미국내온

라인콘텐츠유통시장은 편화되어있으며,불법거래

작권 침해로 인한 수익의 수도 심한 곳으로 평

가되고 있다[38].롱테일의 미덕이 기 되는 온라인 콘

텐츠유통시장역시자본력과규모라는 통 가치에

서 완 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을 유념해야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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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 의 작권자들

은 콘텐츠의가치가빠르게소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요한 함의를 지닌다[39].특히 국내의

신규온라인콘텐츠유통사업자들이다량의콘텐츠

작권을지닌지상 , 이블,IPTV의직 진출형태를

띠고있다는 ,국내시장이콘텐츠가치소진이상

으로빠른 소한시장이라는 은유통의속도를신

히 조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는 미국의 넷 릭스와 훌루의 비즈니스 모델

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유통의 황을 악하

고,국내 시장을 한 함의를 도출하 다는 에서 의

미를찾을수있을것이다.그러나보다다양한사업자

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 다는 ,

STOF모델 기술 차원을배제하 다는 ,통계

분석을 통해검증하지 못하 다는 은 한계로 지 되

어야할것이다.특히분석 상을넷 릭스와훌루두

사업자에 국한함으로써 UGC유통 사업자나 p2p사업

자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업자에 연

구 결과를 일반화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이같은

본 연구의 한계가 향후 국내외 온라인 유통 사업자에

한치 하고 과학 인 분석 작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수있기를바란다. 한온라인콘텐츠소비와 통

인 매체의 콘텐츠 소비를 동일선 상에서 비교,분석

함으로써 온라인을 한 차별 라이 러리 구축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연구도 지속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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