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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유통산업 활성화 요인 중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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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K-POP의 인기와 ‘싸이’의 성공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류시장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
류콘텐츠의 글로벌 구매력 증대는 문화콘텐츠의 유통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류문화의 지속 확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유통플
랫폼의 구축 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콘
텐츠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요인들을 파악해 보고, 그 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AHP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뷰 대상 전문가 모
집단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30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콘텐츠 측면의 상대적 중요도가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하부요인 중요도 분석에서는 정책적 측면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고품질의 콘텐츠제작이 그 다음 순위의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주제어 : AHP, 콘텐츠, 글로벌유통플랫폼, 창조경제, 한류

Abstract  Recently K-POP’s popularity and the success story of ‘Psy’ suggests that Korean Culture can get the 
possibility of entry into the global major market. Increasing the purchasing power of global contents distribution 
also shows that the delivery of cultural content can be a big business model to create economic benefits. 
However, for sustainable diffusion of Korean culture, we need efforts to expand the business scope to the 
global market like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istribution platform.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key factors 
for activating the global content distribution and then analyzed priority of importance of the factors to be 
utilized the strategic alternatives using AHP metho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experts (30patients) 
who worked more than 10 years of relevant work were included as population of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analys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ntent aspects were higher than technical aspects and policy aspects. In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the second layer factors, the business models of policy aspects were analyzed 
as a factor of top priority, then high-quality content production was selected as an important factor of the next 
higher r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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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창조경제시 로 어들면서 각국은 지식산업에 

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표 인 분야로 인터넷을 활

용한 로벌 콘텐츠 유통산업을 들 수 있다.[1] 재의 방

통융합 서비스는 차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포 하고 

다양한 단말을 통해 이용 가능한 멀티미어 콘텐츠를 제

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2]

재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콘텐츠 클라우드는 지구

을 하나의 시장과 고객, 그리고 문화권역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차 지역간 가장 요한 문화 교역 시스템으로 

발 하고 있다.[3][4] 국내의 경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

로 사업자간 서비스 교차 진입이 가능해 지면서 콘텐츠 

서비스 시장이 과이윤 확보가 어려운 과다 경쟁의 장

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 생산자들이 로벌 유

통 시장으로 사업의 범 를 확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

이며, C-P-N-D 방통융합의 가치사슬에서 한류 콘텐츠 

유통을 한 필수  핵심자원을 악하고 이에 한 투

자를 우선 으로 하는 략이 요구된다.

최근 K-POP의 인기와 ‘싸이’의 성공은 한국 문화콘텐

츠의 주류시장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 고, 이에 힘입어 

아시아권역의 수출역조 상을 해소하고 있다. 한류콘텐

츠의 로벌 구매력 증 는 문화콘텐츠의 유통이 상당한 

경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

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구미권의 경우, K팝을 제외한 

장르에 해서는 여 히 문화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류문화의 지속 확산을 해서

는 국제수 에 상응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로벌 유통 랫폼 구축 등과 같은 로벌 시장으로 사업

의 범 를 확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로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한 주요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

정하고, 그 요인들의 요도를 분석하여 로벌 콘텐츠 

유통사업 략수립에 함의를 제공코자 한다.

2. 문헌연구

2.1 국내, 외 콘텐츠 유통시장 변화

콘텐츠 산업은 한국의 상을 리 알리고, 창조경제

로 환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아

시아 시장에 편 되었던 한류의 바람이 동, 남미, 유럽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 인터넷 가

입자 증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 을 돕는 정보

통신 인 라 구축과 어 리 이션 개발도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5] 먼  개방형 인터넷 기반의 TV 랫폼 

성장 황을 살펴보면, 북미 방송 로그램의 90% 이상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넷 릭스 가입

자1)는 기존 최  이블TV 컴캐스트(2300만명) 가입자 

수를 추월하 고, 시청시간 역시 월 10억 시간으로 이

블 TV의 평균 시청시간을 넘어서고 있다.[4] 넷 릭스와 

훌루, 아마존 등 개방형 인터넷기반 서비스 이용자는 

2012년 1억 500만명으로 늘어 연 30% 성장하 으며, 1인

당 평균 이용 시간 역시 21.7시간으로 47% 증가하 다

(Cisco, 2012).

방송 콘텐츠 유통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모든 사

업자들은 개방형 인터넷과 N스크린 기반의 VOD 서비스 

랫폼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 스마트기기 확산과 

유튜  등 로벌 클라우드를 통한 비주류 콘텐츠의 노

출 확 로 아시아 콘텐츠에 한 심이 꾸 히 증가하

고 있으며, 한국도 이제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4] 하지만 콘텐츠 산업 로벌 시장 유율에 있어

서, 우리나라는 2.4%로 미국 40.1%와 일본 7.6%, 국 

6.6%, 국 6.3%, 랑스 4.2%, 이탈리아 3.0%로 여 히 

미약한 상황이다.[4] 미국의 콘텐츠가 세계 콘텐츠 시장

의 31%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콘텐츠 산업의 속성인 

문화학습성으로 인해 1인 독식의 산업 구조 형성으로 1, 

2  간의 격차도 매우 크다.[5] 재 세계 콘텐츠 시장 선

을 한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경쟁 우 를 하기 

해서는 로벌 구매력이 있는 콘텐츠의 확보, 기술 수

의 향상,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로벌 유통산업 략화가 필요

하다.

2.2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시장

2011년 세계 콘텐츠시장은 년 비 4.9% 성장한 1

조 6천억 달러 규모이며, 향후 5년간 5.7%의 연평균 성장

1) 미국내 유료 가입자 수가 3분기 3천110만명에 이르렀고, 해
외 가입자 수는 920만명에 달했다. 다 합치면 4천만명을 돌
파.(2013년 3분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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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해 2조1,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6] 

분야별로 살펴보면, 게임과 지식정보 분야가 향후 5년간 

연평균 7.2%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망되는 가운데 

신흥시장을 심으로 인터넷 속시장의 확 가 해당 분

야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상된다. 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고 시장의 향으로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상되며, 방송은 스마트기기의 보  확

에 따른 시청량 증가가 향을 미침에 따라 6.3%의 성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상된다.[6][7] 한  세계 으

로 디지털 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확산되고 있고, 무선 인터넷 속시장 규모의 증

는 미래 콘텐츠시장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이다. 

세계 인터넷 속시장의 권역별 성장에서는 남미와 아시

아 지역이 유럽과 북미 지역에 비해 인터넷 속자 수 증

가 등 련 시장의 성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

문에 이들 권역이 세계 콘텐츠시장을 새롭게 견인하는 

성장 주체의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8][9]

2.3 국내 콘텐츠 유통산업 현황

방통융합 서비스는 국내에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

다. 융합 환경에서의 핵심 략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서

비스는 바로 ‘N스크린’이다. N스크린은 기존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방향서비스인 VOD, 스마트

TV, SNS와의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

자들의 돌 구가 되면서, 지상 , 이블, IPTV 사업자 

등의 사업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목할 

만한 수익은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11]

국내의 경우, 인테넷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미디어의 

보  증가 등 스마트미디어 시장 유와 기술수 에서 앞

서 있지만 아직 산업  불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조 6천억원 에 이르는 불법콘텐츠 시장침해2)와 

규제 미비로 VOD시장에 한 기업들의 안정  투자가 

축될 수 있으며, 콘텐츠, 네트워크, 서비스 부문 간 

한 수익분배 가이드라인 부재, 망 립성에 한 사회

, 정책  합의 부재역시 시장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

2) 2012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에서의 직․간접적인 
생산감소는 약 2.6조 원 이며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는 약 4.1
조 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콘텐츠산업의 고용손실
은 약 2만 5천명, 전체 산업에서는 약 3만 4천명의 고용손실
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저작권보호센터 2013.06.24. 
보도자료)

다.[4][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화질 동 상 등 

용량 데이터의 송이 가능한 LTE 가입자의 폭발 인 

증가로 인해 실시간뿐만 아니라 비실시간 콘텐츠(VOD)

의 이용이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시청률 확보

와 수익 다각화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로벌 콘텐츠 유통 랫폼의 구축이 

국경 없는 창조기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유통산업을 확 하는 동력으로 작용 될 수 있을 

것인지와 콘텐츠 유통 사업이 국가 간 상이한 유통환경

과 디지털 인 라 환경에서도 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의 략 방향을 모색하기 해 아래의 연구 문

제를 정하 다. 로벌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요구되는 

주요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하고 문가 설문을 

통해 요인의 요도를 평가하고 로벌 콘텐츠 활성화의  

방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방통융합 환경에서 한류 등 로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해 요구되는 주요요인들 

 문가들이 인식하는 상  요도는 어

떻게 나타나는가?

3.2 연구방법

3.2.1 AHP 개요

본 연구는 방통융합 환경에서 로벌 콘텐츠 유통을 

한 핵심 요인을 악하고 그 요인들의 우선순 를 선

정하여 가장 유력한 략 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

로 하고 있다. 한 본 연구는 학술  참고사례가 부족하

여 주 /경험  의존성이 강하므로 가설의 수립과 검

증을 통한 보편 인 진리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로벌 미디어 콘텐츠 유통시장 변화에 한 기

존 문헌 연구, 구축사례  련 자료 조사 등의 탐색  

연구를 진행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의 답에 

근하기 해 디지털 콘텐츠 유통 문가들의 인터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이를 해 AHP(Analytic 

Hierarchy) 의사결정방법론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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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분석방법(AHP)은 다양한 목 을 고려한 여러 

안들 에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T.Satty(1977)

가 고안한 계층분석 방법이다. AHP는 의사결정요소들의 

속성과 그 측정 척도가 다양한 다기  의사결정문제에 

효과 으로 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체계 으로 순 화시키고, 그 가 치를 

비율척도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HP는 다 의사 

결정에서 과학 이고 객 인 분석을 해 처음 시도되

는 사업이나 정책결정 등 다양한 연구에 사용된다. 복잡

한 다기  의사결정 상황에서 정량  요소와 정성  요

소를 동시에 체계 으로 의사결정에 반 할 수 있다.

3.2.2 AHP 분석단계

계층 분석과정을 한 일반  차는 의사결정목표

설정, 의사결정요인도출, 문가선정, 데이터수집, 분석

으로 구분된다. 먼  의사결정문제를 계층화한다. 이것은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결정 요소들로 

계층화하여 문제를 분리하는 과정이다. 그런 다음, 각 요

소들 간에 이원비교하는 것으로서 요소들을 두개씩 뽑아 

이원비교를 통해 요소들간의 상  요도를 평가 한다. 

세 번째는 가 치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과정은 상

 요도를 평가하는 이원비교를 행한 후에는 각 계층

에 하여 비교 상 평가요소들이 갖는 상 인 가 치

를 추정한다. 네 번째는 논리 인 일 성을 검증하는 단

계이다. 이원비교에 의하여 얻어진 원소들이 논리  모

순성 정도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의사결정 참여자 설문

들의 단이 얼마나 논리 인 일 성을 유지하는가를 

단하는 것으로 이원비교를 통한 요소들에 한 평가 결

과에 하여 비일 성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논리  일

성을 개선하며, 일 성 비율이 0.1 이하일 경우 일 성 있

는 설문으로 단한다.[12][13]

3.2.3 변수의 도출을 위한 이론적 근거

이 철(2010)은 국내 미디어기업의 로벌 략과 정

책과제 연구에서 한국 미디어기업이 추구해야할 로벌

략 방향으로 먼 , 로벌 미디어 사업자 모델 추구, 

로벌 경쟁력 강화, 로벌 인수합병  제휴 략 활용, 

로벌 마  략, 로벌 략 실행기반 구축, 규제완

화 등 정부지원 정책 강화를 제시하 다.[14] 

로벌 콘텐츠 유통산업 활성화를 한 요인들은 매

우 다양하고 복합 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벌 콘텐츠 

유통산업 활성화를 한 주요한 요인으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정책  측면, 콘텐츠측면, 그리고 기술

측면으로 설정하 다. 첫째, 정책  측면은 로벌 유통

채  확보, 정책지원  투자, 인 라 구축 등의 요인들로 

구성하 다. 둘째, 콘텐츠 측면의 세부요소에는 최근 선

풍  인기를 끌고 있는 K팝과 드라마뿐 만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즉, 멀티스크린 유통을 한 표 화된 

메타데이터 체계 확보가 요구된다.[15] 셋째, 기술  측면

으로는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표 화가 요구되며, 

로벌 콘텐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랫폼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한 유무선 네트워크의 확보를 요한 요소로 설정할 

수 있다.[16] 

<Table 1> Model of Hierarchical Configuration 
factors

1
st
 Layer 2

nd
 Layer 

Policy 

Aspects

 Policy Support and Investment

 Global Distribution Channels

 Business Model

Content 

Aspects

 High-quality Content Production

 Variety of Genres

 Standardization of Metadata

Technical 

Aspects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Service Platform

 Network Reliability

3.2.4 연구모형

[Fig. 1] Hierarchical Factors for Activating 
         Global Conten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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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계층 및 하위계층 요소 분석

3.3.1 정책적 측면

가. 정책지원  투자

콘텐츠 산업이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 유통콘텐츠의 

OSMU3)로서의 특성, 콘텐츠산업의 차별성 등으로 미루

어 볼 때 콘텐츠산업은 신주도형경제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다. 이제 콘텐츠산업은 신주도형 경제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

부는 로벌 콘텐츠 유통을 한 정책  투자 지원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한 시 이다. 

나. 로벌 유통채  확보

로벌 미디어시장은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경쟁

이 심화되고 있고 기존의 성, 이블 등 통 인 TV

사업자와 로벌 디지털 유통 랫폼간 제휴 활성화와 

소셜 미디어와 TV시장의 연계 가속화를 통해서 다문화 

콘텐츠에 한 심이 확 되고 있다.[18] 이러한 환경변

화 속에서 한류 콘텐츠가 로벌 유통확 를 해서는 

먼 , 일본(62%)에 편 되어 있는 유통 상 지역을 미국

(3.2%), 유럽(2.3%), 국(9.8%)  남미 등 기타 지역으

로 확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지의 지

상  방송사, 문 이블 유통사, 통신사, 정부지원 사업

자 등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유도

하는 등의 유통채  확보가 필요하다.[19]

다. 비즈니스 모델

로벌 콘텐츠 유통구조에서는 세계 각지의 콘텐츠 

제공자(C)와 이들 콘텐츠를 통합 리  마  활동이 

가능한 랫폼사업자(P),  세계로 콘텐츠 송을 담당

하는 로벌 송사업자(N) 그리고 디바이스 제공자(N) 

등 소  콘텐츠 유통의 가치사슬인 CPND 상의 모든 사

업자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수익을 배분받게 되는 합

리 인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 미디어산업은 수요의 탄

력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역이므로, 기 투

자부담이 매우 큰 반면 추가 생산을 한 한계비용은 상

으로 매우 낮으므로 규모  범 의 경제가 존재한

다.[14] 따라서 로벌 미디어기업들은 콘텐츠 기획에서 

유통까지 계열화하고, 세계 인 배  네트워크를 구축하

3) One Source Multi Use

여 사업분야를 다각화하는 략을 통해 안정 인 유통

매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한 수익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3.3.2 콘텐츠 측면

가. 고품질 콘텐츠 제작

일반 인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은 콘텐츠, 네트워

크, 랫폼  단말기의 4가지 계층으로 구성된다. 가치

사슬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매 유통 단계를 거쳐서 이

용자들에게 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임워크이다. 

콘텐츠는 가치사슬 에서 가장 요한 요소이다. 콘텐

츠가 좋아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산업발 과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치사슬의 다른 단계의 발 도 선순

환 구조로 발 할 수 있다.[4]

나. 장르의 다양성 확보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

던 드라마는 아시아권역에서의 문화  디스카운트율이 

비교  낮은 장르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시작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 다. 이제는 주력인 드라마 편 에서 벗

어나 다큐멘터리, 능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 이다. 한 아시아 권역을 벗어나 로벌 시

장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유럽과 구미 지역에서의 문화

 디스카운트율이 낮은 콘텐츠 장르에 집 하여야 한다.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최근 선풍 으로 인기

를 모으고 있는 K-POP과 같은 장르를 발굴하여 상권

역별 수출 주력상품으로 다양화하는 략이 필요하다.

다. 유통메타데이터 표 화

콘텐츠 유통의 선진화와 로벌 유통경로에 한 시

스템 인 근을 해서는 유통체계에 한 정립이 필요

하다. 그 핵심이 유통메타데이터의 표 화이다. 메타데이

터는 콘텐츠 그 자체에 한 설명 뿐 만아니라 그 콘텐츠

를 분류하고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

이터이다. 방송콘텐츠 서비스에서 타사 는 타국가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해서는 라이 와 VOD 서비스 련 

메타정보들과 편성정보, 그리고 로그램 기본정보가 제

공되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 다양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콘텐츠를 제공한 방송사에게 자

사 콘텐츠의 이용통계에 한 정산 결과를 피드백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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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실제로 방송제작 로세스에서는 매우 

범 한 메타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방송사간 보유하

고 있는 메타데이터 형식도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각 사

업자가 보유한 자체 랫폼과 사업 제휴 계에 있는 타

사 랫폼 그리고 공동 마 을 지원하는 통합 랫폼 

간 상호 매쉬업(Mash-up)화 된 메타데이터 교환체계가 

필요하다.[15]

3.3.3 기술적 측면

가. 기술개발  표 화

표 화는 산업발   국제 경쟁력에 있어 매우 요

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콘텐츠 분야에 한 국가 간, 기업 

간 기술표  경쟁이 치열해져서 표   지 재산권을 통

한 기술패권주의가 부각되는 상황이며, 로벌화의 가속

으로 소수의 세계  표 만이 생존하는 시 로 변화하고 

있다.[1] 따라서 표 기술의 확보  지  재산권확보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선 하기 하여 국가 차원의 기술 표

수립은 필수 이다. 우리나라의 강  분야에 해서는 

국제표  선 략을 강화하고, 취약한 분야에 해서는 

선진국과 표 력 네트워크를 확 해야 한다. 주요 표

화 분야의 표 개발  시장 성숙도를 고려한 단계별 

국제표 화 략을 수립하여 응해야한다.[8] 

나. 서비스 랫폼 구축

서비스 랫폼은 로벌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한 

기반 인 라로서 국가간 콘텐츠를 교환하기 한 B2B 

배포 랫폼과 양질의 콘텐츠를 직  서비스하는 B2C 서

비스 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로벌 서비스 활성화

를 해서는 디바이스와 콘텐츠에 한 사업 역을 외부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복수의 디바이스와 콘텐츠 사업자

의 고유한 사업 역을 지원할 수 있는 랫폼 구조가 요

구된다. 콘텐츠 배포 랫폼은 각 국가의 CP4)로부터 방

송콘텐츠 즉, 물리  미디어 일과 서비스에 필요한 각

종 메타데이터를 수집, 정제, 가공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콘텐츠배포 랫폼에는 콘텐츠의 수집 리(Acquisition), 

변환(Transcoding), 등록(Registration), 배포

(Publishing), 이어 지원(API 제공) 등의 기능이 요

구된다.

4) Contents Provider(콘텐츠제공자)

다. 네트워크 안정성

로벌 콘텐츠를 송하거나 서비스하기 해서는 안

정 인 네트워크망의 확보가 필요하다. 서비스를 이용하

는 단말의 형태에 따라 일정 QoS가 보장되어야만 로

벌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간 상이

한 네트워크환경이 로벌 콘텐츠 유통을 해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국가간 콘텐츠 교환에서의 송기능은 콘

텐츠 배포 비용을 최소화 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

 처가 가능한 송시스템으로서 스마트 기기별 최

화된 고품질의 콘텐츠 송과 고 등에 QoS를 보장할 

수 있는 지능  송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여러 경로를 통해 가해지는 바이러스, 해킹 등 험요소

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에지 서버(Edge server)간 동기

화를 통해 천재지변 상황에서도 콘텐츠 배포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하여야 한다.[4]

4. 설문조사 분석

4.1 설문모집단

연구모형의 검증을 해 방통융합과 콘텐츠유통 서비

스 련 문가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편 된 

결과 방지를 해, 각 매체별 사업자에 따라 분류하 고, 

보다 립 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볼 수 있는 학계 교수

와 연구원들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조사방법은 

각 련 문가를 상으로 자메일과 면 면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총 49명의 문가가 설문에 참여하 고, 

이 에서 개인별 답변의 일 성 지수(CI)가 >0.1인 19명

의 답변을 기각하고, 최종 30명의 답변을 채택하여 연구

를 진행하 다.

<Table 2> Distribution of Experts Population
Classification

Broadcast 

areas

Academic 

areas
Total

Population 20 10 30

Distribution 66.7% 33.3% 100%

4.2 설문방법

설문조사 방식은 종축과 횡축의 평가항목을 이원비교

하여 종축의 평가항목이 횡축의 평가항목에 비해 상

으로 어느 정도 요한지, 는 어느 정도 비효율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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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기 에 따라 1, 2, 3, 4, 5 는 1/2, 1/3, 1/4, 1/5까

지의 척도를 기입하도록 하 다.

<Table 3> Comparison Measurements between 
Components

Numerical 

values
Definition

1  Equally important, or if preferred(equal)

2
More important, or if slightly preferred 

(moderate)

3 Strongly important, or it preferred(strong)

4
Very strongly important, or it preferred(very 

strong)

5  Extremely important, or it preferred(extreme)

Reciprocals
 It is used to reflect that the second option is 

excellent  as compared to the first alternative.

4.3 분석결과

4.3.1 1차 계층 분석결과

1차 계층 요인은 기술  측면, 콘텐츠 측면, 정책  

투자 측면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상  요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콘텐츠 측면이 0.467로 가장 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  측면 0.300,  기

술  측면 0.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Analysis result of 1st Layer
Classification

Degree of 

importance
CI

Policy Aspects 0.300

0.0015Content Aspects 0.467

Technical Aspects 0.234

4.3.2 2차 계층 분석결과(1차 계층 하위 부문별)

첫째, 1차 계층 요인의 정책  측면 분야의 2차 계층의 

상  요성 분석결과, 비즈니스 모델(0.422), 로벌 

유통채 확보(0.345), 정책지원  투자(0.233) 순으로 

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result of 2nd Layer of Policy 
Aspect

Classification
Degree of 

importance
CI

Policy Support and

Investment
0.233

0.0036Global

Distribution Channels
0.345

Business Model 0.422

둘째, 1차 계층 요인의 콘텐츠 측면 분야의 2차 계층의 

상  요성 분석결과, 고품질 콘텐츠 제작(0.361)과 

메타데이터 표 화(0.361)이 동등한 요성을 나타냈고, 

장르의 다양성(0.278)은 낮게 나타났다.

<Table 6> Analysis result of 2nd Layer of 
           Contents Aspect

Classification
Degree of 

importance
CI

High-quality Content

Production
0.361

0.000Variety of Genres 0.278

Standardization of

Metadata
0.361

셋째, 1차 계층 요인의 기술  측면 분야의 2차 계층의 

상  요성 분석결과, 서비스 랫폼 개발(0.407), 네트

워크의 안정성(0.309), 기술개발  표 화(0.284)의 순으

로 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7> Analysis result of 2nd Layer of 
           Technical Aspect

Classification
Degree of 

importance
CI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0.284

0.0009

Service Platform 0.407

Network Reliability 0.309

4.3.3 2차 계층 평가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2차 계층간의 9개 요인의 종합분석결과, 채택된 30명 

문가들의 일 성지수(CI)는 0.0534에서 0.0952로 분포

되었다. 각 문항별 답변의 기하평균값을 도출하고 9개 하

부요인에 한 우선순  분석하 다. 그 결과, 상 으

로 가장 요한 요인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문이 선택되었

으며, 그 다음이 로벌 유통채  확보, 그리고 고품질 콘

텐츠 제작의 순으로 요하게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과 결과의 신뢰성을 조사한 결과, 일 성 비율이 0

에 가까울수록 단의 일 성이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단의 일 성이 없다. 일반 으로, 일 성 지수는 0.1이

하가 되어야 단의 일 성이 있고 각 항목별 가 치가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AHP 기법에 한 이해도

가 낮은 응답자를 조사 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일 성 



글로벌 콘텐츠 유통산업 활성화 요인 중요도 분석

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Apr; 12(4): 11-20

비율을 0.2까지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Satty 1980). 본 설문조사에서는 문가 합산 일 성 지

수(CI)가 0.0065로 나타나 설문 응답의 일 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 
            evaluation Factors

In terms of evaluation
Relative 

importance
Ranking

Policy Support and

Investment
0.095 7

Global

Distribution

Channels

0.137 2

Business Model 0.159 1

High-quality

Content Production
0.114 3

Variety of Genres 0.093 8

Standardization of

Metadata
0.105 5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0.088 9

Service Platform 0.112 4

Network Reliability 0.098 6

[Fig. 2]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 
         evaluation Factors

5. 결론

본 연구는 한류콘텐츠의 로벌 구매력 증 를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국제수 에 상응하는 양질의 콘텐

츠 생산, 시장과 사업의 범  확 를 한 로벌 유통

랫폼 구축 등 콘텐츠 유통산업 활성화를 한 필수  핵

심자원을 악하고, 그 요인들의 요도 우선순 를 제

시하여, 로벌 콘텐츠 유통사업 략수립에 함의를 제

공코자 하 다.

문가 설문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AHP 평가툴을 이

용한 분석을 통해 평가 과 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들 

간의 략  우선순 를 산출하 다. 기술  측면, 콘텐

츠 측면, 정책  측면의 3가지 1차 요인과 9개의 2차 평

가요소들을 도출하여 이원비교를 통한 상  요도를 

측정하 다. 1차 요인의 분석에서는 콘텐츠 측면이 가장 

요하게 분석되었다. 2차 하부 평가 요인의 분석에서는 

정책  측면의 비즈니스 모델 부분이 가장 높은 상  

요도를 나타냈으며, 콘텐츠 측면의 로벌 유통채  

확보가 그 다음 순으로 요도하게 분석되었다. 체 하

부요인의 평가에서 문가들은 기술  요인들에 해서 

상 으로 낮은 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  해

외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국경을 넘어 SNS와 유튜

와 같은 지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

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벌 유통을 한 기술

 기반은 이미 성숙되었다는 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유통사업 경험이 있는 일부

의 문가들은 콘텐츠 유통기술 표 화의 요성과 해당 

지역의 망 환경의 안정성 등 기술  측면을 요하게 

단하 지만, 종합 인 평가에 크게 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하나 주목할 은 그림 2의 평

가 항목의 상  요도 분포에서 보듯이 체 하부 요

인의 평가에서 1 (비즈니스 모델)와 9 (기술개발  표

화) 간의 상  요도를 나타내는 수치의 차이가 크

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문화콘텐츠 분야에 한 국

가 간, 기업 간 기술표  경쟁이 가열되고, 표   지

재산권을 통한 기술패권주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로

벌 유통 략 수립 시 후순 의 기술  요소들이 배제돼

서는 안 되는 근거 한 동시에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략 인 함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비즈니스 모델  로벌 유통채 의 

확보가 가장 요하게 부각된 것에서 확실한 수익이 보

장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마  략의 로벌화를 



Analysis of Factor’s Priority for Activating the Industry of Global Content Distribu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

통한 기의 투자 험  불확실성의 해소가 요한 

제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로벌 구매력이 

있는 고품질콘텐츠의 확보의 의미는 다양한 장르  다

양한 포맷의 콘텐츠 생산을 넘어서 유통 상 지역의 문

화와 종교, 습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콘

텐츠의 생산이 요함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비즈니

스 모델이 실 되기 해서는 보다 합리 인 로벌 유

통 랫폼과 같은 유통 생태계의 구축이 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다양한 로벌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도

록 유통 랫폼의 지화 등 로컬 역량을 강화하고, 그 지

역의 유통사업자와 송사업자, 디바이스 공 자 등이 

포함된 합리  방향의 생태계의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완화와 투자지원, 로벌 인

재 양성과 같은 지속 인 로벌 정책지원이 뒷받침된다

면 국내 미디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늘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문가들은 단하 다.

본 연구는 로벌 콘텐츠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한 

요인의 요도 우선순 를 분석한 것으로서, 로벌 

략실행에 요구되는 답에 근 하는 데는 분명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추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요인의 발굴  

세분화, 그리고 미디어기업 에서의 SWOT 분석 등 

보다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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