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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융합시대의 전파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등

요 약 문
음악, 신문 등 미디어산업은 인터넷의 충격으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
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lean-back 미디어인 TV부문에도 인터넷의
장기적인 위협이 존재
아이패드는 신문, 잡지, 출판, 동영상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휴대용’ 미디어 기기로, 유료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제공
아이패드類의 기기 등장에 따르는 유료화 모델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미디어 산업의 변화가 전망됨
첫째,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경쟁에 더하여, 차별화된 미디어 컨텐츠/정
보를 제공하는 플랫폼간 경쟁이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경쟁 양상으로 대두
둘째, 아이패드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증가는 유료 컨텐츠 모델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플랫폼 제공자의 수익을 증대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Apple과 같은 플랫폼 제공자의 미디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할 전망
셋째, 기존 미디어 기업은 플랫폼 제공자와의 경쟁/협력을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미
디어 이용자의 편익은 증대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경쟁의 초기 도입 단계에서 규제당국은 규제 유예(regulatory forbearance)를 통하여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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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 Apple의 아이패드(iPad) 출시 이후, 아이패드와 같이 다양한 컨텐츠를 용이하게 접
근할 수 있는 기기의 출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아이패드의 의의는 e-book 등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태블릿 PC 등 하드웨어부
문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특정 시장에 국한된 파급효과도 중요하나,

◦ 아이패드가 신문, 잡지, 출판, 동영상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휴대용’ 융합 미디어기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유선 인터넷의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풀브라우징은 물론, 멀티미디어 등 추가적인
기능을 통하여 UX(user experience)가 향상된 컨텐츠를 이동 중에도 접근이 가능
－ 이에 따라, 아이패드나 향후 출시가 예상되는 유사 기기가 장기적으로 종이책, 신
문, TV, 영화 등 전통 미디어의 분리된 최종 소비 창구를 일정 수준 통합/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본 리포트는 ⅰ)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 ⅱ) 아이패드類의 기
기가 미디어의 수익구조나 경쟁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여 융
합시대 미디어 부문 진화방향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인터넷과 미디어 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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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충격

◦ 국내외 미디어 산업은 인터넷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큰 변화가 진행 중
◦ 음악부문은 디지털 음원판매가 음반수익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고 신문은 인터넷
에의 컨텐츠 개방으로 구독률 및 수익의 감소를 초래
※ 국내 음악제작(음반 및 녹음시설 운영) 및 음반 도소매업은 ’06년 6,243억원에서 ’08년 4,409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음악유통은 같은 기간 3,562억원에서 5,264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적으로 약 131억원 감소(문화체육관광부 ’10. 4)
※ 국내 신문 정기 구독률이 1998년 64.5%에서 2008년 36.8%으로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축소
(한국언론진흥재단 ’10. 6)
※ 최근 3년간 거의 모든 국가의 신문시장 규모가 감소. 미국은 30% 시장이 감소하였고, 영국과
그리스는 각각 21%, 20% 감소, 일본과 독일도 각각 15%, 10% 감소

그림 1] OECD 회원국의 신문시장 감소비율(2007~2009)

[

자료: PWC(2009), OECD(2009) 재인용

◦ 출판의 경우 아마존, 애플 등이 출판계의 주도적 agency로 e-book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나, 전통적 유통부문은 시장을 잠식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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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은 ’10년 4월~6월 기간 중 Kindle을 통한 e-book 판매권수가 종이서적
판매권수를 추월
－ ’08년의 경우 우리나라 출판도소매 매출액은 전년대비 4.4% 감소한 반면 온라
인 출판유통은 17.5% 증가

◦ 방송부문은 TV의 lean back 미디어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의 충격은 상대적으
로 미약하나, IETV(Internet-Enabled TV)와 같이 유료방송 시청자를 웹을 통한
무료시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한편, 온라인 광고가 광고 공간의 공급을 확대시키면서 기존 미디어의 광고 수익
1)

감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

<표 1> 주요국가의 매체별 광고비 비중
(단위: %)
신문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32.2
24.9
30.1
25.5
31.9
24.0
24.2
17.5
16.5
14.9
41.2
36.9
26.2
21.0
38.1
29.2

잡지
8.0
7.0
14.1
14.0
2.8
2.1
9.1
9.2
23.0
19.2
24.1
20.9
11.0
9.3
14.2
11.1

TV
36.6
33.0
34.4
33.5
40.3
37.5
46.8
40.8
34.4
33.7
23.9
22.4
44.3
44.6
29.7
25.4

라디오
14.9
15.6
12.6
11.1
4.5
5.4
4.1
3.3
8.4
7.3
3.8
3.6
8.9
9.2
4.1
3.5

영화
－
－
0.2
0.4
0.2
0.2
－
－
0.7
0.8
0.9
0.5
0.7
0.3
1.4
1.7

옥외
3.7
4.5
3.3
4.1
17.1
17.3
11.6
14.2
11.6
11.1
4.4
4.3
7.3
7.6
6.3
6.1

인터넷
4.5
15.0
5.4
11.3
3.2
13.6
4.2
14.9
5.3
13.0
1.7
11.9
1.6
7.9
6.1
23.0

2011년
신문예측 점유율
21.4
18.4
18.9
13.0
13.5
34.4
18.7
24.4

출처: ZenithOptimedia(2009. 3), WAN-IFRA(2009), 최민재 외(2010) 재인용

1) 반면, 국내의 경우 방송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컨텐츠의 양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렙 도입도 예정되어 있어 광고수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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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대한 미디어 기업의 대응
◦ 인터넷의 충격에 대응하여, 미디어 업체는 컨텐츠 및 기존 네트워크(신문 배급망, 서
점, 지상파, 위성 등)를 통한 경쟁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새로운 수익 창출 플랫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즉, 인터넷의 미디어 플랫폼화, 일반 유저의 인터넷 소비시간 증가로 인하여 기존
미디어 네트워크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medium of media’의 적절
한 활용이 기존 미디어의 중요한 전략 요소로 부각됨

그림 2] 국내 일일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 변화

[

(단위: 分)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2008)

◦ 신문사는 자신들의 컨텐츠와 연관성이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인수

2)

등 온라인과 오

프라인을 병행하여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Wall Street Journal과 같이 프리미엄
컨텐츠의 유료화를 시도
－ 특히 스마트폰 앱마켓은 특정 컨텐츠(온라인 신문, 잡지, 게임 등) 접근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디어 창구 역할을 수행
※ 해외의 경우 Wall Street Journal, 국내는 전자신문, 동아비즈니스리뷰 등 앱 유료화

2) New York Times의 정보 포털사이트 About.com, 취업정보사이트 indeed.com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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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컨텐츠를 보유한 방송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자사 컨텐츠를 서비스하여

인터넷을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 대두
3)

4)

－ NBC, ABC, Fox 등 Hulu 참여사 , Time Warner의 ‘TV everywhere’ , CJ의
5)

TVing 등

∙ 3G, 4G 등 이동통신망도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컨텐츠를 전달하는 융합
망으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YouTube 등 모바일 동영상의 비중이 증대
※ 아이폰에 라이브 생방송 UCC 제공하는 USTREAM.TV(미국), 아이폰 앱을 통해 국내 인터넷
동영상을 제공하는 다음 TV 팟 등

◦ 문제는 인터넷에서 전통 미디어 부문이 자신의 컨텐츠를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판
매할 수 있는냐의 여부임
－ 인터넷에서 P2P와 같은 기술의 등장은 음악, 영화 등 미디어 컨텐츠의 저작권을
위협하였고
－ 신문은 온라인으로의 확장을 통하여 독자층 확대와 이에 따르는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였으나 무료 컨텐츠 제공에 따르는 수익의 감소, 브랜드 가치의 하락과 같
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초래
－ 그 과정에서 인터넷은 온라인 광고 자금의 유입 등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나 기존
미디어가 제공하던 양질의 컨텐츠 생산은 유료화 기반이 재정비되지 않을 경우
위축될 가능성

3) Hulu는 전통미디어의 인터넷 활용 및 전략적 제휴의 대표적인 예로, NBC Universal(GE), Fox(News Corp),
ABC(Disney)의 joint venture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2009) EMI, Warner Music Group 등의 뮤직비디오
및 공연 컨텐츠도 확보. Hulu는 VOD 컨텐츠에 광고 모델을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하며, 각 미디어의
brand는 부각시키기 어려운 것이 단점. 가까운 시일 내에 프리미엄 컨텐츠에 대한 월정액제를 도입할 예정
4) TV Everywhere와 같이 기존 자사 가입자에 무료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채널 ‘bundle’이라는 기
존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非자사 가입자에 대한 가입비 및 광고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Hulu와는 달
리 자사 브랜드 가치도 유지할 수 있으나 온라인은 광고 수익이 크지 않고, 인기 없는 프로그램을 번들
로 제공받지 않으려는 소비자의 니즈는 충족시키지 못함
5) CJ의 TVing도 TV Everywhere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

3. 아이패드의 등장과 미디어 산업: 유료화와 플랫폼 경쟁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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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의 등장과 컨텐츠 유료화
◦ 아이패드는 2010년 4월 미국 출시 이후 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

6)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10개국에 이어 2010년 7월 23일부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홍콩,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싱
가포르 등 9개국에도 판매
－ iSuppli에 따르면 아이패드의 전세계 판매대수는 ’10년 710만대, ’12년에는 2천만
7)

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아이패드는 풀브라우징 인터넷 접속은 물론, 인쇄 미디어에 근접한 UX 제공, 스마
트폰보다 큰 화면을 통한 방송/영화 컨텐츠 VOD 이용 등 종합 미디어기기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DRM을 통한 컨텐츠 저작권 보호, 우수한 앱의 선별관리 등을 통하여 전통
적인 미디어 기업의 컨텐츠 제공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

◦ 이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업체가 아이패드 앱에 자사 컨텐츠를 제공
－ PressReader, Zinio, Netflix, Viewn 등 다양한 아이패드 앱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유명 신문, 잡지 및 영화, 뉴스 컨텐츠를 제공
－ 방송부문은 ABC, BBC, Sky 등이 아이패드 앱을 통해 자사 컨텐츠 제공
※ 특히 Zinio는 미국은 물론 호주, 중국, 대만,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영국 등 다양한
국가의 출판계와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어 대부분의 아이패드 도입국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며 PressReader는 90개국 47개 언어로 신문 컨텐츠 제공

◦ 인터넷을 수용하고 있는 아이패드類의 기기는 인터넷으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변
화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전통 미디어의 신규수익 창출 가능성을 제고

6) 스티브 잡스의 AWDC(Apple Worldwide Developer Conference) 발표에 따르면(2010. 6. 7) 출시 후 2개월
간 약 200만대 판매(3초당 아이패드 한 대 판매), 약 8,500개의 아이패드 전용 앱, 약 3,500만 앱 다운로드(아이
패드 당 17개의 앱), 약 500만 e-book 다운로드(e-book 시장의 22%)를 기록(The Guardian, 6. 8 재인용)
7) iSuppli Press Release(2010. 4. 2), www.isuppli.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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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類의 종합미디어 기기는 이동 중에도 양질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선과 달리 이동 ‘프리미엄’이 존재하므로 일정 수준 유료화 가능성이
존재
－ 특히 기존 인터넷상의 컨텐츠에 비해 우월한 UX,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프리미
엄 컨텐츠의 제공 등을 통하여 유료화를 모색할 수 있음
※ Zinio 앱에서 접할 수 있는 잡지의 경우 Economist(51호 $126.99), National Geographic(12호
8)

$16.50), Reader’s Digest(10호 $10.00) 등이 유료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Wall Street

Journal(월 $18), The Times (28일 ₤9.99), Sky(비가입자에 월 ₤35) 등 신문, 방송 부문도 유
료 컨텐츠로 아이패드에 합류
※ 서적, 만화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 소비 수준이 높은 일본의 경우, Softbank의 아이패드 가
입자는 월 450엔으로 다양한 신문, 잡지 및 TV 뉴스를 Viewn 앱을 통하여 접할 수 있음. 주요
컨텐츠 제공자는 마이니치신문, 스포츠 닛폰, AERA, 일본 Tele News 24 등으로, 총 13개사
31종의 미디어 컨텐츠가 제공됨

◦ 아이패드 등 융합미디어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될수록 기존의 범용 인터넷에 더하
여 미디어 컨텐츠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앱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
한 기기를 통한 미디어 소비시간도 증대할 가능성

◦ 또한, 아이패드類 기기의 확산은 미디어 기업과 Apple, Google, Nokia 등 새로
운 유형의 미디어 시장 참여자간의 협력/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될 전망
－ 아이패드의 성공이 지속될 경우 유사한 기능/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경쟁 기기
9)

가 시장에 진입할 것임

－ Apple 등 아이패드類 융합형 기기의 제공자들은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광고주와 최종 이용자를 연결하고 공급자에게는 수익을, 이용자에게는 효용을 제
공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관리자(플랫폼 제공자)
－ 그 결과, 아이패드類의 플랫폼간에도 스마트폰에서의 Apple과 Android 진영간의
10)

플랫폼 경쟁과 유사한 시장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
8) http://gb.zinio.com 참조
9) Google의 경우 안드로이드 앱, OS, 모바일 광고 앱 등 모든 측면에서 Apple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최근 Toshiba는 안드로이드 탑재 ‘Slate PC’를 출시하여 아이패드와 경쟁할 계획임을
발표(www.crn.com.au/News 참조)
10) 본 리포트에서 플랫폼(platform)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OS나 미들웨어와 같은 협의의 개념
이 아니라, 앱 개발자, 컨텐츠 제공자, 광고주 및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양면시장을 의미. 지상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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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미디어 기업은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플랫폼을 통한 경쟁은 물
론, Apple 등 새로운 플랫폼 제공자와의 적절한 제휴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유
료화 모델의 정착을 도모할 전망

□ 아이패드와 미디어 플랫폼 경쟁
◦ 아이패드類의 기기를 통한 플랫폼간 경쟁은 유료/무료 미디어 컨텐츠 및 포털과
11)

같은 정보서비스를 포괄하는 컨텐츠/정보 서비스 차별화 경쟁

－ 범용화된 유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컨텐츠, 애플리케이션을 소비하는 것과는 달리,
아이패드류 기기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기존 인터넷의 컨텐츠는 물론 유료 또는
광고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보하여 경쟁

∙ 아이팟, 아이폰 등 지금까지 Apple의 ‘walled garden’ 플랫폼 전략은 성공적이었
12)

으며, 잠재적 경쟁사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음

※ 초기 인터넷 시대 AOL의 walled garden 전략은 AOL과 Time Warner 합병이후 실패하였
으나, Apple은 다수의 앱 개발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
13)

여 폐쇄와 개방간의 균형을 추구

－ 즉, 각 플랫폼이 제공 컨텐츠/정보의 양과 질, 이용자 편의성, 이용 요금, 네트
워크 용량 등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하고 소비자는 자신들의 다양한 선호에 기반
하여 플랫폼을 선택

기존 미디어도 광고주와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양면시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이라 할 수 있
음. Apple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모든 종류의 미디어 컨텐츠를 매개로 더욱 많은 수의 광고주에게 이용
자를 연결시켜주고 앱 개발자도 양면시장에 참여를 허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참
여자 수가 더욱 많고 보다 다양한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어 기존의 미디어 플랫폼과 차별화됨
11) 기존 미디어 플랫폼간에도 차별화된 컨텐츠가 경쟁을 유발시킴. 예를 들어 영국 위성방송은 영국 Premier
League의 중계권 확보가 서비스 확산에 큰 역할
12) walled garden과 대비되는 범용화, 개방화 전략은 아이패드와 같이 미디어 소비에 특화된 태블릿 기기
의 경우 미디어 컨텐츠 보유자가 범용 인터넷에 양질의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됨. 신문 등 기존 미디어 기업의 온라인 무료 컨텐츠 제공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초래한 경험을 고려할 때 향후 무료 프리미엄 컨텐츠 제공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13) AOL의 경우 앱개발자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Apple은 컨텐츠 제공자는 물론 앱
개발자에게도 수익 창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모바일 타겟광고 등 효율적인 광고 서비스 제공으로 광
고주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을 제공. 아이패드의 이동성/휴대성도 유선과는 달리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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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컨텐츠 유료 모델을 포괄하는 플랫폼간의 경쟁환경에서도 이용자는 여전히
웹브라우저 기반의 기존 온라인 컨텐츠 소비가 가능
14)

－ 유료 기반의 컨텐츠와 웹 기반의 무료 온라인 컨텐츠의 공존

◦ 플랫폼 형성/관리자가 플랫폼 경쟁의 핵심 참여자
－ 하드웨어 기업(Apple), 소프트웨어 기업(MS), 검색기반 기업(Google) 등이 스마
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미디어 유통 플랫폼 및 광고시장
에 진출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 통신사업자도 IPTV 등을 통하여 미디어 부문에 진출하고 이동통신망도 미디어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
※ 3G, 4G에서 이동통신은 물론 신문, 방송 프로그램 접근 가능

◦ 플랫폼 경쟁환경에서는 기존 미디어 기업과 플랫폼 제공자와의 경쟁과 협력이 불가피
－ Apple과 같은 플랫폼 제공자들의 경쟁력 기반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기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제조능력은 물론, 이용자 데이터 축적/이용 능력에 기반
하여 온라인 미디어/광고시장을 제공하는 것에 있음
－ 즉,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컨텐츠 및 광고 제작 능력뿐으로, 이용자/광고주에게
맞춤형 컨텐츠/광고 제공능력은 탁월
－ 기존 미디어 업체는 이들의 경쟁력 우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쟁력 우위부문을
15)

접목함으로써 시장환경의 변화에 임할 전망

◦ 아이패드의 성공으로 신규 진입자가 등장하게 되면 플랫폼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아이팟의 경우처럼 미디어 기업이 독점 플랫폼에 종속되지는 않을 것이나, 향후 추
이를 지켜 볼 필요

14) 장기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이 향상된 웹기반 풀브라우징이 플랫폼 앱을 대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지적되었듯이 기존 미디어가 인터넷상에서 무료 컨텐츠 제공을 축소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
15) Apple, Google 등 플랫폼 제공자들의 목표는 아직까지는 컨텐츠 제작/판매가 아니라 광고인 것으로
판단됨. 단, Apple은 아이패드에서 배타적인 유료 컨텐츠 제공 전략을 취하여 기존 미디어에 우호적인
반면, Google은 Google TV의 경우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
기반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아이패드의 경쟁 기기들이 기존 미디어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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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부문의 경우 Amazon의 Kindle은 아이패드의 등장으로 출판사와 수익 분배
율을 재조정(매출액의 70%를 출판사가 획득)

□ 유료화 모델과 플랫폼 제공자
◦ 플랫폼간 경쟁이 활성화되더라도 미디어 기업의 유료화 모델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
－ 유료 앱이 기존 신문, 잡지 구독이나 유료방송을 대체함으로써 구독(가입)료 및
광고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 유료 컨텐츠 수익은 물론 인쇄, 배포 비용의 절감, 오프라인보다 저가의 컨텐츠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 확대, 이에 따르는 온라인 광고수익 증대 등 긍정적 효과
도 존재
－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미디어 기업의 순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
하기는 시기 상조

◦ 유료화 모델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패드類의 플랫폼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
고 결과적으로 Apple 등 플랫폼 제공자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확보하게 될 것임
－ 플랫폼 제공자는 미디어 컨텐츠 제공 앱의 수익이 크지 않아도 이용자가 증가
할수록 기기판매 수익 및 광고 수익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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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정책 이슈

□ 플랫폼 경쟁의 시사점
◦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간 컨텐츠, 플랫폼 경쟁은 이제 Apple 등 非미디어 기업의
미디어 유통 플랫폼 영향력 증대라는 환경에서 진행
－ 이러한 변화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미디어 산업도 스마
트폰 확산, 아이패드 도입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 국내에서도 아이폰 도입 이후 스마트 폰을 통한 미디어 컨텐츠 접근성이 용이해졌으며, Open
IPTV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하여 CP에 문호를 개방

◦ 미디어 기업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참여가 중요
－ 미디어 기업은 범용 인터넷,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 효율
화, 모바일로의 확장으로 인해 더욱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유료기반 플
랫폼을 통하여 수익기반 제고도 가능
－ 즉 미디어 기업은 기존의 자사보유 플랫폼 및 아이패드 등 새로운 플랫폼을 모두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 신문 등 미디어 업체는 범용 미디어에 의한 브랜드 가치의 약화를 만회할 수 있
는 기회도 될 것임

◦ 미디어 기업들에게 인기 있는 ‘killer’ 컨텐츠는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 기반으로, Apple
등 플랫폼 제공자와의 윈윈(win-win)모델 정착으로 컨텐츠 수익의 극대화를 모색
할 것임
－ 스마트폰, 아이패드類 기기 등 다양한 단말기의 유료 앱을 통하여 킬러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창구를 다변화할 수 있음

◦ 제조업체의 경우, 스스로 컨텐츠 플랫폼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內에서의 위
16)

치 약화

16) iSuppli의 조사에 따르면 $499 가격의 16GB Wi-Fi 아이패드 제조비용은 $259.6에 불과. iSuppli(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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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용자는 최적의 플랫폼 선택을 통하여 시장경쟁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복수의 플랫폼 환경에서 이용자는 컨텐츠, 네트워크, 이용요금,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플랫폼을 선택
－ 즉, 융합시대의 이용자는 단일한 All-IP Network上의 개방된 플랫폼에서 범용화
된 컨텐츠, 애플리케이션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및 폐쇄형 플랫폼이 공
존하는 차별화된 이용환경에서 ‘선택’을 하는 것임

□ 정책 이슈
◦ 강력한 플랫폼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규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
－ 플랫폼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플랫폼간 이동에 잠금효과(lock-in effect)로 인
한 전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 아이패드의 경쟁재가 상당기간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플랫폼에서 다운
로드 받은 컨텐츠를 他플랫폼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번거롭거나 스트리밍 컨텐츠
이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폐쇄적인 ‘walled garden’의 잠재적 문제

∙ walled garden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특정 컨텐츠, 포털 및 애플
리케이션의 제한이나 내용의 검열(censorship)이 가능

－ 소비자 정보의 독점과 개인정보 침해

∙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과금, 검색, 컨텐츠 이용 유형/시간 등
정보를 독점하여 미디어 기업과 이용자간의 접점을 장악하면 타겟 광고 등 타부
문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아이패드類의 미디어 플랫폼은 초기 도입단계이므로 규제기관은 플랫폼 경
쟁의 양상을 주시하면서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 자세를 견지할 필요
－ 의도적인 전환비용 유발행위는 아직 사례가 없으며
－ 시장의 초기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등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
－ 또한 플랫폼의 가치는 애플리케이션 및 컨텐츠가 많을수록 증대하므로, 플랫폼
17)

의 제공자가 특정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를 차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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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플랫폼 제공자가 경쟁적인 시장환경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할 동기(incentive)
는 제한적
※ 무엇보다도 범용 인터넷은 여전히 모든 플랫폼에서 접근이 가능함

－ 다만, 개인정보의 독점 및 남용, 광고시장 영향력 증대 등은 주시할 필요가 있으
며 규제기관은 사후적으로 명백한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할 필요

17) 단, 아이폰의 경우처럼 제3자의 위치기반 광고서비스 앱을 제한하고 자신의 광고시장 영향력을 증대시
키고자 할 가능성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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