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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중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을 선정하고 David Rogers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latform Business Model 

Map)을 적용해 플랫폼상의 모든 유형의 참여자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치교환, 수익모델 

분석과 저작권, 활용기술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사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창작자들에게 새

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작가의 작품을 수익모델 구현에 활용한다는 공통점

과 플랫폼별 저작권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플랫폼 운영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빅 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등)을 저작권 보호, 이용

자 취향 분석, 거래수수료 인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저작권기반 플랫폼

의 경우 전문창작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가지고 플랫폼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창직과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는 플랫폼의 개념, 플

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저작권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용어: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맵, 저작권,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모델, 수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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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lected representative platform compani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copyright among platform business models and applied platform business model

map of David Rogers to investigate and analyze value exchange, profit model analysis,

copyright and utilization technology that occurs between all types of participants on the

platfor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company, we fou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monality of encouraging creators to create new and creative works and the method of

distributing profits through transactions with copyright holders by platform, and actively

us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Blockchain, FinTech,

etc.) to operate the platform for copyright protection, user taste analysis, and transaction

fee reduc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copyright-based platforms, ordinary people, not

professional creators, participated in the platform with their own works to generate

income. This led to the conclusion that a copyright-based platform business model could

contribute to creating new jobs, including start-ups and start-ups. Whil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on the concept of the platform and the network effect of the

platform,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has studied the copyright-based platform

business model.

Keywords: Platform Business Model Map,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siness Model, Revenu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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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사용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산업의 융합이 진전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도 변

화가 생겼다.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의 단순화로 인해 기업은 비용과 시간, 절차를 절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플랫폼 비즈니스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도약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대두되고 있다. 나스닥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며 8대 데카콘 기업 중 6개 기업을 플랫폼 기

업이 차지하고 있다(나스닥 2017).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툴로 비즈

니스 모델 캔버스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전통적 구

조의 기업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도구로 다른 발전단계를 거치는 IT관련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춘 린캔버스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이종환·김경환 2019)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

은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ICT융합기술

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다양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새롭게 출현

하고 있다(정경희·성창수 2017). ICT기반의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혁신기업인 구글, 애플, 아

마존, 페이스북 등은 다양한 개발자와 사용자가 플랫폼에 직접 참여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한다

(송동현·유재필 2014). 다수의 신규 창업기업들이 다양하게 시도하는 비즈니스 형태인 플랫폼

비즈니스는 적은 초기 자금으로 규모의 성장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이기 때문이다.

최근 케이팝, 케이뷰티 등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쇠퇴하고 문화 콘텐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및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나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자리를 잡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자 중요한 경제 가치로 저작권이 인식되었다. 유튜브가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통해 플

랫폼에서 저작권 수익을 올리는 1인 크리에이터의 수가 급증하였다. 문화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이 국가 및 개인의 자산이 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와 개인 모두의 가치창출과 수익 발생을

도모한다. 앞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작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연구-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요약 논문이다. 플랫폼 기업 중 저작권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택한

한국의 레진코믹스, 뮤지코인과 미국의 유튜브, 넷플릭스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David

Rogers가 개발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BMM 2016)툴을 이용하여 기업들의 플랫폼 참여자

와 수익구조 및 가치교환, 활용기술 분석을 통해 향후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신생 플랫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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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전략 수립에 있어 이해를 돕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 저작권

가. 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

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한국 정부에의 지식재산권

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재산권,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두 부

류로 분류할 수 있다.

나. 저작권의 정의 및 개념

저작권은 지적소유권 중의 하나이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총칭하여 저작권이라고 한다(주자람 2015). 저작권

(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일정한 방식으로 이

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임원선 2017).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

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은 인간의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며 문학작품(시·소설·각본), 그림, 사진, 음악, 영상,

연극, 건축,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

야 한다. 첫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글이나 그림, 음악 또는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

다. 저작권은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며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

은 아니다. 둘째,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은 타인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저작자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을 인정받

은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셋째,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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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다. 표현되지 않은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표현이란 글이나 그림, 음악 또는 다른 형태 등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

며 표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 저작권의 특징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Moral Right)과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누어진다. 저

작인격권(Moral Right)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일반적인 물권(物權)과 마찬가지로 양

도와 상속의 대상이고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김기태 2008).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이용권으로써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

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이므로 법에 의해 보호 기간이 한정된다. 저작권의 보호 기

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이다. 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이 경과된 이후의 저작물은 누

구의 소유도 아니며 허락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이를 공유 저작물

(Public Domain)이라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를 ‘무방식주의’

라고 한다. 그럼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는 이유는 등록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당하였을 때, 창작

자 및 창작시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하기 위함과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추정력과 대항력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해서 사후적인 책임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라. 미국의 저작권 

미국은 대표적인 저작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며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먼저 체험하고 있는 나

라 중 하나로 저작권법제의 정비 역시 선구적으로 마련하고 있다(임원선 2010). 미국의 경우 저

작권 등록제도에 있어서는 표면상으로는 무방식주의를 택하면서도 미국 저작물인 경우에 저작

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저작권 등록을 요구한다(박문성 2011). 미국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의 넓은 포괄 범위를 가지고 있다.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업무로 인해 작성한

저작물은 물론 일정 경우에는 촉탁이나 주문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일정한 상황에서 문서

를 통하여 포기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한 후 70년 까지 보호되지만 197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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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저작물은 발행으로부터 95년간 보호된다. 배포권에 대한 국내소진원칙을 택하고 있다.

정당하게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이라 해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미국 내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

는 수입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미국의 저작권법과 한국의 저작권법의 차이점

한국 미국

저작인격권
구성요소

저작인격권의 경우 공표권,
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인정

시각예술저작물에만 예외적으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인정

저작인격권 양도 저작인격권 양도 불가
일정한 상황에서 문서를 통하여

포기 가능

저작인접권 유무 저작인접권 존재 저작인접권의 개념 부재

로마 협약 2008년 로마 협약 가입 로마협약 가입 안 함

저작권 등록 무방식주의 저작권 등록을 강하게 권장함

저작권법 제정 및
개정

1957년 제정되어
저작권법 31회 개정 및 보완

1790년 제정되어
저작권법 54회 개정

저작물 보호기간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 생존기간+사후 70년

저작자 생존기간+사후 70년
1978년 1월 1일 이전의 저작물은
발행으로부터 95년간 보호

업무상 저작물
고용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 요구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도급관계에서도
업무상 저작물 성립

※ 자료원 : 기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재정리

2.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의 및 특징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각 이해관계자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와 재화, 서비스 등 원하는 가치를 상호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

경이다. 애플이나 구글, 에어비앤비와 같이 기존의 비즈니스 이론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

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여 이를 설명하기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가 탄생하였다(Rogers 2016).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동참과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진화하며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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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 생태계로 정의된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란 사업자 또는 기업이 직접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그룹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그룹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이승준 2017). 플랫폼 비즈니스는 상품을 제조, 공급, 유통, 홍보, 판매를 도맡는 기존 기

업의 비즈니스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이다. 기업들은 과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패러다임 하에서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서비스 개발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제품이나 서비

스를 생산하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했다(김경환 2005). 플랫폼기업들은 소비자와 생산자

를 하나의 시장으로 정의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을 실행함으로써 가치를 생성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으로는 플랫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비즈니스는 활성화되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높은 이익이나 효용을 얻는다. 이를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고 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ICT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쉽고 적은 자본으로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는 시장이 형성된다(장

정훈 2016). 플랫폼 운영자는 직접 플랫폼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구축한 플랫폼으로 최대한 많은

참여자들을 유인하며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모두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모델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은 양측 참여자 또는 어느 한 측에 플랫폼 사용료를 부담하게 함으로

써 창출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양측에 책정하는 이용료의 수준(Level)이나 구조(Structure)는 플

랫폼 이용자의 수와 거래규모에 영향을 미친다(이상규 2010).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수익과 거래 중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참여자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외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도 한

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라이센싱, 아이템판매, 중개 수수료, 구독료, 광고료 등의 수익모델로 구

분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개수수료 모델이다.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고 일정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가져간다. 두 번째, 구독료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고객을 확보하는 수익 모델이다. 세 번째, 광고료는 구글과 페이스북같은 거대한

사용자 집단을 보유한 플랫폼기업은 대부분의 매출이 광고 수익에 의해 발생한다. 네 번째로 라

이센싱은 계약된 조건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

델이다. 주로 게임, 캐릭터 아이템 판매나 기프티콘 판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저작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연구 31

<표 2>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모델

구분 서비스 수익모델 매출(2015년기준)

중개
수수료

애플 앱스토어 유료 앱 판매 시 발생 수익의 15∼30% 200억 달러

우버 드라이버가 올린 매출의 20∼30% 15억 달러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게스트로부터 일정 부분의

중개수수료
9억 달러

알리바바
상품 판매 시 중개수수료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
4,576억 달러

구독료 링크드인
기본 서비스는 무료, 4가지 Premium

구독료는 월 22.99달러∼99.95달러까지 과금
30억 달러

광고
페이스북

페이스북 가입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겟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

179억 달러

구글 애드센스, 애드워즈를 통해 수익창출 745억 달러

라이센싱 아마존 AWS IT서비스를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 79억 달러

아이템
판매

다음 카카오 사용자 집단에 게임 아이템, 캐릭터 아이템,
이모티콘 등을 판매하여 수익창출

-
네이버 라인

※ 자료원 :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해, 이승준(2017) 재정리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

요자가 공평하게 경쟁 및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발생시킨다. 플

랫폼 자체수익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경쟁력을 다른 서비스나 제품과 연

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윤상진 2012).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은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비즈니스모델 분석 도구 

비즈니스모델 분석도구는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다양한 연구자가 아래와 같은 도구들을 제시

하였다.

<표 3> 비즈니스모델 분석 도구의 종류

연구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 도구

Osterwalder (2010) Business Model Canvas

Ash Moria (2012) Lean Canvas

Lindgren (2013) The Business Model Cube
Brad Cho (2013) Zen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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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기존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재정리

최근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분석을 위한 도구로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및 린캔버스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비즈니스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플랫폼비즈니스모델은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사례 기업은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

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David Rogers의 Platform Business Model Map(2016)을 사용하여 사례대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자 한다.

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latform Business Model Map)

David Rogers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latform Business Model Map)이란 플랫폼의 모

든 핵심 참여자들을 정의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창출의 근원을 파악하며,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플랫폼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가치교환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분석 도구

(Tool)이다.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및 서비스 기업과 생산, 마케팅, 유통의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참여자간의 가치교환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정경희·성창수 2017). 기존의 다양

한 비즈니스 모델 분석 도구가 존재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

델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과 분석 방법에서 차이가 요구된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단순하고 명

확한 수익구조와는 달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수익창출에 참여하는 여러 그룹이 존재

함에 따라 다소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사용자 그룹과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표 4> David Roger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 구성요소

연구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 도구

Gassmann (2014) St. Gallen Business Model Navigator

Alexander Osterwalder (2016) Value Proposition Design

David Rogers (2016) Platform Business Model Map

형태 구성요소

원 플랫폼

다이아몬드 지불자(플랫폼에 매출/수익을 가져오는 참여자)

사각형
유인자(매출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다른 가치 있는 소비자 유인에

도움을 주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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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David Rogers(2016)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 Columbia Business School Press,
정경희·성창수(2017) 재정리

작성방법은 먼저 플랫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역할에 따라 각각의 도형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 플랫폼과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치교환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가치교환을 통해

유인된 소비자 및 인지도를 조사·분석한다.

[그림 1]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 툴로 분석한 기업 페이스북(Facebook)

※자료원 : David Rogers(2016)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 Columbia Business School Press
PBMM(Platform Business Model Map)

형태 구성요소

이중 외곽선
린치핀(Linchpin)가장 많은 쐐기를 가진 참여자 유형, 네트워크 효과의

핵심

화살표

화살표 선 → : 가치교환을 나타낸다.
각 방향으로 연결된 화살표 선은 해당 참여자 유형에서 다른 참여자

유형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가치를 나타낸다.

지향이 없는 화살 : 유인해오는 다른 참여자 유형의 수
(예: 콘텐츠 발행자는 일반 사용자만 유인하기 때문에 하나의 화살만
갖는다. 하지만 일반 참여자에게는 콘텐츠 발행자, 광고주, 앱 개발자와
또 다른 일반 사용자의 유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총 4개의 화살이 있다)

괄호 ( )
(괄호 안 표기) 플랫폼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가치

괄호에 포함되지 않은 가치 : 플랫폼을 거쳐 다른 참여자에게 전달된다.
※ 굵은 글씨 : 금전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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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분석이 완성되면 PBMM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1단계는 플랫폼 참여자의 위치이다. ①맵의 중앙에 해당 플랫폼의 이름을 작성한다. ②린치핀은

플랫폼 이름의 수직 상단에 작성한다. ③지불자(플랫폼에 매출을 가져오는 참여자)는 플랫폼의

오른쪽에 위치시킨다. ④시계방향으로 또 다른 지불자들을 작성한다. ⑤마지막으로 유인자(매출

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다른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참여자)를 위치시킨다. 2단계는 플랫폼 참여

자의 표시형태이다. ①플랫폼은 원 형태로 나타낸다. ②지불자는 다이아몬드로 나타낸다. ③유

인자는 사각형으로 나타낸다. ④린치핀은 이중외곽선으로 표시해준다. 3단계는 참여자들이 플랫

폼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가치의 표시이다. ①화살표 옆으로 다른 참여자로부터 받는 가치를 작

성한다. ②괄호 안에는 플랫폼 자체를 통해서 받는 가치를 작성한다. 금전적 가치는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 4단계는 참여자가 플랫폼에게 주는 가치표시이다. ①화살표 옆에는 다른 고객에게 제

공하는 가치를 화살표로 나타낸다. ②괄호 안에는 플랫폼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작성한다. 금전

적인 가치는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정경희·성창수 2017).

비즈니스 모델 분석 도구 Platform Business Model Map(2016)툴을 개발한 David Rogers는

기업의 플랫폼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David

Rogers, 2016,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

· 플랫폼의 핵심 참여자는 누구인가?

· 각 참여자 유형의 역할과 가치 기여 형태는 무엇인가?

· 각 참여자의 플랫폼 유인 요건은 무엇인가?

· 플랫폼의 매출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플랫폼의 참여자라면 어떤 가치로 플랫폼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이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내거나 더 깊이 활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Platform Business Model Map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 대상 기업에 대해 위의 질

문을 답해보고자 표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 하였다.

<표 5> David Roger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 구성요소

주요 질문

플랫폼 주요 이용자 플랫폼 핵심 참여자는 누구인가?

플랫폼 핵심 참여자

핵심 참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① (핵심고객:Linchpin) :플랫폼에 금전적인 지불을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핵심 참여자들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고객

②주요 지불자:플랫폼에게 금전적 이익(매출)을 가져다
주는 참여자/플랫폼의 주된 수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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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http://www.davidrogers.biz under Tools, 정경희·성창수(2017) 재정리)

Ⅲ. 사례연구

1. 유튜브

가. 기업개요

플랫폼 명 / 법인명 유튜브 / Google

서비스항목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설립일 2005년 2월 14일 (서비스 시작)

설립자 채드 헐리(Chad Meredith Hurley)외 2명

주요 고객 1인 미디어 창작자, 시청자, 광고주

매출액
18년 $16∼25 billion(추정)

*유튜브는 구글 내에 속해있는 기업으로, 유튜브는 별도의 매출액,
영업이익, 자본금을 비공개함.

 

 

나. 유튜브의 수익모델

유튜브는 2007년 5월 구글 애드센스(Adsense)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용자와 광고를 통한 수

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은 유튜브 동영상 크리에

③지불자:플랫폼에게 금전적 이익(매출)을 제공하는 참
여자

④유인자:플랫폼에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른 유형의 핵심 참여자들을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참여자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가치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가치는 무
엇인가?

플랫폼에게 제공하는 가치
플랫폼 참여자로써 플랫폼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는 무
엇인가?

다른 플랫폼 참여자로부터 받는
가치

플랫폼에서 참여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로부터 받는 가치
는 무엇인가?

다른 플랫폼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가치

플랫폼에서 참여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
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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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Creator)가 유튜브에서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유튜브는 동영상 크리에

이터가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영상

의 시작과 중간에 광고가 나오게 함으로써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유튜브는

광고주로부터 얻은 광고수익을 55(창작자):45(유튜브)의 비율로 배분한다. 지난 12개월간 창작자

채널의 시청자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그리고 1,000명 이상의 구독자 보유라는 두 가지 기준

을 충족하는 채널만이 전문 검토자들에 의해 검토 절차를 거쳐 유튜브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는 최근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하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의 니

즈(Needs)를 반영해 광고 없이 콘텐츠 영상 재생이 가능한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레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유튜브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BMM)을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유튜브의 주요 고객(참여자)은 시청자(유튜브 시청 사용자), 광고주, 창작자(동영상 콘텐츠 제

작자), 파트너, 저작권자 등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의 일반 시청자는

무료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일반 시청자는 유튜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참여자이지만, 다른 모든 유형의 참여자를 유인하는 린치핀(Linchpin) 즉, 핵심고객이다.

창작자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유튜브에 공

개(Upload)하는 저작자이자 일반 시청자와 광고주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자는 창작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영상제작 및 업로드 할 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허락하고 광고수

익을 나누어 갖는다. 저작권자는 유인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튜브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지

는 않지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참여자이다.

플랫폼 유튜브의 주된 수익원은 광고주이다. 기존 광고만으로 수익을 내던 유튜브는 신규 플

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유튜브 레드(Youtube

Red), 마켓 섹션, 슈퍼챗(Super Chat)등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2]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BMM) : 유튜브(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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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BMM)툴을 사용하여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한 결과 첫

째, 유튜브 핵심 참여자들 간의 가치 교환과 각각의 역할, 수익구조를 시각적으로 한 눈에 파악

하는데 유용한 분석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핵심 고객 린치핀(Linchpin)과 콘텐츠 창작자인

유튜버,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하는 저작권자 등의 플랫폼 참여자들의 가치창출 및 가치교

환이 활발할수록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이 성장 가능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광고주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및 새로운 참여들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 유튜브의 저작권

유튜브는 다른 동영상 공유 플랫폼 기업과 달리 전문창작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창작활동을

하여 자신의 저작물인 콘텐츠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Upload)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금전적인

이익 등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튜브가 활성화 되고 이용자의 수가 많아질

수록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 검증 시스템

인 Contents ID를 개발하여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동영상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전에 영상에 사용된 배경음악, 사진, 영상 등의 모든 관련자료 및 요소에 대한 권리를 유튜브 이

용자인 크리에이터가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크리에이터는 저작권자

또는 권리 보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라이선스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

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를 주고 저작권 경고를

3번 이상 받은 유튜브 창작자의 채널은 삭제하는 정책을 취한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첫

째,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게 허락하는 조건으로 유튜브 동영상 크리에이터의 수익 일부분

을 저작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둘째, 침해당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여 동영상

크리에이터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재생 불가능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 유튜브의 활용기술

유튜브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추천 알고리즘, 빅 데이터 분석 기

술을 이용한다. 유튜브는 사용자의 검색 키워드와 시청한 영상과 유사한 주제에 따라 시청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시청자의 관심을 끌 만한 영상을 유튜브의 시작 페이지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맞춤 영상을 추천한다. 이로써 시청자의 영상 시청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수

익 창출이 가능하고 플랫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유튜브에서 영상의 조회수는 유튜브 크리

에이터의 수익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유튜브 자체수익과도 관

련이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과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매일 약 2억 개 이

상의 영상을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추천하고 있으며, 시청시간이 알고리즘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朴敏更 · 金禧廷 · 魏賢禎 · 金京煥38

2. 넷플릭스

가. 기업개요

플랫폼 명 / 법인명 넷플릭스 / Netflix, Inc.

서비스항목 비디오 대여 및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

설립일 1997년 8월 29일

대표자 리드 헤이스팅스 (Wilmot Reed Hastings, Jr)

주요고객 시청자

매출액
18년 $ 15,794,341

17년 $ 11,692,713

나. 넷플릭스의 수익모델 

넷플릭스는 유료 월정액 서비스로 유튜브와 달리 이용자들의 구독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료 수익 없이 구독자들의 구독료로만 수익을 창출한다. 오직 사용자의 월 이용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이용료를 케이블TV의 절반 이상의 저렴한 가격으로 전

략적으로 책정한 데 있다. 넷플릭스의 초기 수익모델은 온라인 주문을 통해 시청자가 원하는 비

디오와 DVD를 택배를 통해 대여해주는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기존 DVD대여 방식의 한계점을 깨닫고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고객이

직접 대여점을 방문하여 대여와 반납을 하는 기존의 DVD대여점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대여할

DVD를 고르고 대여와 반납은 무료 우편 서비스로 대체했다.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로 변경하여

시장을 확대해나갔다.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은 구독자 중심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다. 기존 기업과 달리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소비

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저렴한 월 이용료를 책정하며 OTT방식으로 소비자가 원하

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영상 시청이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빅데

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추천 영상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작하였

다. 영상 시청 중 재생되는 광고를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광고도 광고를 통해 창출 가

능한 막대한 수익 역시 과감히 포기했다. 모든 것이 소비자 중심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넷플릭스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세하지 못함에도 국내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주요요인은

콘텐츠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제작사들에게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를

사들이고 국내외 콘텐츠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체제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작하여 소비자들

에게 풍부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넷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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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국내 사용자는 올 1월 10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 4월 분석기준 결제액이 월 200억 원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최덕수 2019). 넷플릭스는 경쟁이 과열된 미국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며 최고의 OTT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3]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BMM) : 넷플릭스(Netflix)

넷플릭스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핵심고객이자 주요 수익원은 유료 결제를 통해 넷플릭스

의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는 핵심고객이자 주요 지불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넷플릭스는

유료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더 많은 구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지

속적으로 수익 창출의 근원인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향한다. 소비자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취향을 철저히 조사·분석하며 구독자를 중심으로 기존 콘텐츠를 비롯해

자사의 영상 저작물인 자체제작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 해 노력중

이다.

다. 넷플릭스의 저작권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에는 외부 저작권자와의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저

작권자로부터 라이센스 받은 기존 영화와 드라마, TV프로그램 등의 외부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초기 넷플릭스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1만 종 미만의 콘텐츠로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콘텐츠

를 보유하고 있었다. 적은 콘텐츠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전략은 빅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朴敏更 · 金禧廷 · 魏賢禎 · 金京煥40

이었다. 시청자의 시청기록과 시청 후 영상에 대한 평점을 남기게 함으로써 선호도를 분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이다.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

기 위해 콘텐츠 소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세

기 폭스 텔레비전, 월트디즈니와 같은 영화사 그리고 CBC, NBN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콘텐

츠 공급 계약을 맺어 풍부한 영상 창작물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후 콘텐츠 제작사들이 공급가

를 큰 폭으로 올려 경영이 힘들어지자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적재산권 확보의 일환으

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이용자 선호도와 취향을 고려해 2012년도부터 자체제작 콘텐츠

를 직접 창작하기 시작했다. 영상 제작 시 기획부터 배우 섭외, 배급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하여 시청자들이 선호할만한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하우스 오브

카드’이다. 넷플릭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알폰소 쿠아론 등의 영화계 거장인 감독들과 함께 소비

자 중심의 콘텐츠 영상을 꾸준히 창작하고 있다.

라. 넷플릭스의 활용기술

넷플릭스의 경우 플랫폼 운영에 있어 4차 산업 혁명 기술인 빅 데이터, 추천 알고리즘, 딥 러

닝,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시청자들을 분석하고, 추천 콘텐츠를 제시하며 자체제작 콘

텐츠를 제작하는데 반영한다. 자체제작 콘텐츠 제작 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영상을 창

작하기 위해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시청자들의 선호도와 취향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넷플릭스는 인구 통계 데이터(연령, 성별)보다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고객의

시청 이력에 따라 고객의 취향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 취향 프로필에 알맞은 영상을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3. 뮤지코인

가. 기업개요

플랫폼 및 법인명 뮤지코인(주)

서비스항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설립일 2016년 4월 25일

대표자 김지수/정현경

주요 고객 뮤지코인 일반 투자자, 가수의 팬(fan)

매출액
18년 2,898,567,000원

17년 153,3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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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뮤지코인의 수익모델

현재 뮤지코인은 거래 최초 6개월 간 연 8%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뮤지코인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뮤지코인 이용자들은 경매 입찰가 대비 저작권료 수입으로 연평균 12.4%, 이용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 추가로 16.9%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2019. 05. 14. ,머니투데이, 김건우).

뮤지코인은 저작권료의 패턴을 분석하여 저작권료의 예측 가능함을 보고 금융상품으로 발전

시켰다. 창작자가 뮤지코인을 통해 자신의 음악 저작권료 일부를 공개하면 뮤지코인은 저작권을

조각(주)으로 분할하고 투자자와 팬(fan)들은 경매를 통해 저작권 조각을 구매하고 구매한 저작

권 조각을 또 다른 구매자와 판매 및 거래가 가능하다. 6일간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뮤지코인은 노래별로 매달 저작권료를 분석하고 저작

권의 현재 가치를 산정한 후 창작자와 협의를 통해 경매할 비율을 결정한다. 무형자산인 저작권

을 주식처럼 조각(주)으로 나누어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저작권 1조각은 곡마다 다르게 책정되

지만 평균 1만원에서 3만 원정도의 금액으로 책정하여 구매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경매를 통해 상승한 저작권료의 50%는 해당 창작자에게 공유되며 나머지 50%는 K-POP 생

태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기존의 금액보다 더 높은 가치로 창

작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새로운 창작활동에 매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

하는 가수의 음악을 소유함과 동시에 매달 저작권료 수익을 얻는다.

뮤지코인은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하고 일정 단위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저작권을 조각으로 나누어 투자자 그리고 팬(fan)에게 경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곡에 대해 투자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작권 분할 공개를 통해 투

자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을 창작자가 아닌 투자자 혹은 가

수의 팬(fan)이 자신이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곡의 저작권 조각을 원하는 조각만큼 구입하

여 저작권 일부를 소유하고 투자할 수 있다. 창작자는 공개한 자신의 저작권료 지분 일부를 주

식처럼 조각을 내어 무형자산인 저작권으로 거래를 통해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창작

자 입장에서는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조달 가능하며 이자나 상환의 부담이 없다는

점이 뮤지코인의 참여 요인이다. 뮤지코인은 일본으로 시장 확장을 계획 중이며 일본이 K팝의

접근성이 가장 좋고 저작권과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뮤지코인(Musicoin)을 플랫폼 비즈니스 분석 툴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플랫폼 뮤지코

인의 주요 참여자는 일반 투자자, 가수의 팬(fan), 창작자, 저작권 신탁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와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뮤지코인의 음악저작권

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팬(fan)은 일반 투자자와는 달리 투자의 목적보다는 자신이 좋아

하는 가수나 노래의 저작권 일부를 구매함으로써 해당 곡의 가치를 높이고 저작권 일부를 소유

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음악 저작물인 자신의 곡의 저작

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를 뮤지코인 플랫폼에 양도하고 상승한 저작권료의 절반을 뮤지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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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받을 수 있다. 저작권신탁사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뮤지코인이 창작자로부터

확보한 저작재산권에 대해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그림 4]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BMM) : 뮤지코인(Musicoin)

뮤지코인을 분석한 결과 뮤지코인에 참여자 모두 상승한 저작권료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

다. 참여자들 입장에서 뮤지코인 투자의 장점은 옥션(경매) 낙찰가가 저작재산권 1조각 당 1만

원 이내로 구매 가능한 곡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소액으로도 투자 할 수 있다는 점과 투자자가

좋아하는 가수 또는 곡의 저작권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해당 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뮤지코인은 약 300개 이상의 곡을 옥션 공개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창작자들이 플랫폼 뮤지

코인에 참여하여 다양한 노래가 공개되고 신규 이용자의 수가 증가한다면 저작권 거래량과 거

래 금액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뮤지코인의 저작권

국내에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료를 징수와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에 의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신탁이다. 따라서 저작권신탁 회원으로 가입한 뮤지코인은 분

배받은 저작권료를 뮤직 투자자들에게 정산한다.

뮤지코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 16조∼

20조에 따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인정되며 이에 해

당하는 내용으로 음원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벅스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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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등), 방송(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공연(콘서트, 유원지, 노래연습장 등), 각종 복제(출

판, 노래연습장 등) 및 해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저작권료는 꾸준히 발생하며 저작권 신탁이 정

한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라. 뮤지코인의 활용기술

뮤지코인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핀테크(Fintech)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운영

한다. 뮤지코인의 경우 IT, 문화, 금융 세 가지 개념의 융합으로 탄생하였다. 그 중 IT와 금융에

핀테크 기술의 속성이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또한,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정확한 저작권 수익률을 예측 및 분석한다. 예측한 수익률을 근거로 향후 70년간 벌 수 있는 저

작권 수익을 결정하고 경매를 진행한다.

4. 레진코믹스

가. 기업개요

플랫폼명 / 법인명 레진코믹스 / 주식회사 레진엔터테인먼트

서비스항목 웹툰 플랫폼, 상품제작, 출판, 엔터테인먼트

설립일 2012년 4월 24일

대표자 이성업

주요 고객 독자

매출액
18년 37,443,012,046원

17년 44,895,005,409원

나. 레진코믹스의 수익모델

기존의 대형 포털 사이트의 무료 웹툰 서비스와 달리 처음부터 유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

일 밤 10시에 사전제작을 통해 제작된 10여 개 이상의 새롭게 연재되는 웹툰과 웹 소설을 공개

하고 일주일 주기로 1개씩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편을 감상하고 싶은 독자들은 코

인을 이용하여 유료 감상이 가능한 부분 유료 서비스 방식을 취하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유료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무료로 다음 편

을 시청 가능하지만 300원∼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다음 편 시청이 가

능하도록 하며 또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두 번째로, 결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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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순화이다. 결제를 위해 페이지를 벗어날 필요 없이 레진 코믹스 앱(APP)안에서 바로 코인

결제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계좌이체 등의 결제 방

식을 제공하며, 독자가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결제의 편리함은 매출과

코인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레진코믹스를 분석하면 레진코믹스의 주요 참여자

는 독자, 웹툰 작가(창작자), 투자자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플랫폼 레진코믹스에서 독자는 두 가지의 핵심 참여자 역할을 한다. 첫 번째로, 레진코믹스의

독자는 유료 서비스인 레진코믹스에 연재된 웹툰 시청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다른 모든 유형의

참여자를 유인하므로 린치핀(Linchpin) 즉, 핵심고객이다. 두 번째로, 독자는 플랫폼 레진코믹스

의 주요 비용 지불자(Primary payer)의 역할도 동시에 한다. 독자는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의 핵

심이자 플랫폼 레진코믹스에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자이다. 웹툰 작가는 자신의 만화를

제작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플랫폼인 레진코믹스에 연재하는 창작자이자 독자와 투자자를 유인

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자는 신생 창업기업인 플랫폼 레진코믹스에 엔젤 투자를 하는 등의 플랫

폼에 투자하는 참여자이다.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주된 수익원은 독자이다.

[그림 5]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맵(PBMM) : 레진코믹스(Lezincomics)

레진코믹스를 분석하면 레진코믹스의 주요 참여자는 독자, 웹툰 작가(창작자), 투자자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플랫폼 레진코믹스에서 독자는 두 가지의 핵심 참여자 역할을

한다. 첫 번째로, 레진코믹스의 독자는 유료 서비스인 레진코믹스에 연재된 웹툰 시청을 위해 돈

을 지불하고, 다른 모든 유형의 참여자를 유인하므로 린치핀(Linchpin) 즉, 핵심고객이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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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독자는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주요 비용 지불자(Primary payer)의 역할도 동시에 한다. 독

자는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의 핵심이자 플랫폼 레진코믹스에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자

이다. 웹툰 작가는 자신의 만화를 제작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플랫폼인 레진코믹스에 연재하는

창작자이자 독자와 투자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자는 신생 창업기업인 플랫폼 레진코믹

스에 엔젤 투자를 하는 등의 플랫폼에 투자하는 참여자이다.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주된 수익원

은 독자이다.

다.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레진코믹스에 연재되는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웹툰 작가가 가지며 레진코믹스는 추후 작

가와 계약을 체결한다. 유료 기반 서비스인 레진코믹스는 일정 비율로 작가와 수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수수료 60% 이상이 작가들에게 원고료로 지급된다. 레진코믹스의 연재 작품은 대체

로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대중성보다는 작품성 위주의 주제와 다양한 장르의 작품

을 연재한다. 레진코믹스는 인지도가 낮은 신인 작가들의 작품 또한 연재하여 작가들의 인지도

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며 수익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2017년 레진코믹

스는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다(디지털데일리, 2017. 08. 04.,이형두). 또한 레진

코믹스는 해외에 서버를 둔 복제 사이트를 찾아내는 것과 게시물 차단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독일의 코메소(COMESO)에 의뢰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복제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권리침해신고를 통해 게시글 또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크롤링 방식의 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에 수만 개의 게시물을 검색해 신고할

수 있다.

라. 레진코믹스의 활용기술

레진코믹스의 경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화폐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플랫폼을 운영한

다. 사용자가 감상한 웹툰 작품이력으로 이용 패턴을 취합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AI가 각 사용

자마다 취향에 적합한 작품을 추천한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AI 추천 작품을 홈페이지에 배치

하므로 사용자마다 홈페이지 첫 시작화면의 구성이 달라진다. 사용자가 웹툰을 간편하게 결제하

고 바로 시청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상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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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비교 및 분석

1. 수익모델 분석 결과

저작권을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 사례연구 결과 수익모델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튜브, 넷플릭스, 뮤지코인, 레진코믹스 모두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

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창작자(콘텐츠

제작자)의 이익 역시 도모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사례대상 기업 모두 창작자와의 계약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어 플랫폼의 참여자가 많을수록, 창작자의

콘텐츠가 참여자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수록 플랫폼과 창작자의 수익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

를 가진다. 이에 따라 플랫폼기업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가진 창작자를 발굴해 내는 역

할과 창작자들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 자유롭게 어려움 없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그리고 수익모델 측면에서 차이점으로는 무료 서비스 유튜브의 경우 대표적인 수익모

델 5가지 중에서 구독료, 광고료 복수의 수익모델을 갖는다.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 시청을 희망

하는 시청자에게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레드를 제공하고 그 외에는 애드센스 기능인 영상 시

작과 중간에 재생되는 광고의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창출한다.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을 창작

자들과 55(창작자):45(유튜브)의 비율로 나눈다. 넷플릭스는 어떤 종류의 스크린에서든지 인터넷

에 접속되어 있다면 의무약정 없는 적정수준의 월정액으로 광고 없이 TV 시리즈물과 영화를

무제한 시청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터넷 TV 사업자이다. 유료서비스로 시청자의

구독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구독을 통한 수익 모델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을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서비스에 필요한 자세한 데이터 수집과 유연한 서비스 반영, 월 구독료로 인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사업계획 수립이 수월하여 안정적인 캐쉬카우는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구독모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규모의 경제, 즉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고객 관계 관리 이외에 수익의 다각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뮤지코인은 수익모델은 3가지로 저작권료, 뮤지코인과 아티스트

가 시작가에서 상승분에 대해 50%씩 나눠 가지는 낙찰차익 , 유저 간 거래 수수료 1조각 당 300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레진코믹스는 독자들의 구독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독자들은 매

주 공개되는 웹툰 1회차 당 300∼500원의 금액을 지불한다.

2. 저작권 분석 결과

저작권 기반 사례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으로는 ① 플랫폼 운영에 있어 저작권자의 창

작물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고 정당한 사용을 위해서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저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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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사용에 따른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다. ②저작물을 활용하여 수익모델을 구현한다. 사

례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플랫폼 모두 저작권을 활용하여 플랫폼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발생하

고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수익이 창출된다. ③ 새롭고 창의적인 저작물(콘텐츠)이 탄생

하도록 장려한다. 플랫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고도화되고 발달하는 특징으로 인해

사례 대상 플랫폼 기업 모두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더 새롭고 창의적이며 소비

자들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 및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창작자를 지원하고 창작자의 콘텐츠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고 더 많은 창작을 장려하

기 위해 수단을 제공한다. 차이점으로는 ①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 검증 시스템인 Contents ID를

개발하여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통지한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튜브는 영상 재생을 차단

시키거나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영상수익에 대해 저작권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라이센싱 계약료를 계속해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넷

플릭스는 저작권 확보와 콘텐츠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비자의 선호도와 취향을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분석하고 자체제작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뮤지코인은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저작재

산권을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받아 투자자들에게 경매를 진행하며 회원

이 낙찰받거나 구매한 저작권은 뮤지코인과 회원 간의 계약관계(낙찰자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

권의 취득)가 성립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IP(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는 기존 유형자산과 다르게 자산의 적절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현실적인 투자상품이 되지 못했다. 음원수익 예측·분석시스템이라는 특허 출

원된 시스템을 활용한 뮤지코인은 무형자산인 대중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IP금융 상품이다. 저

작권의 미래가치를 산정하여 현재 화폐가치로 추산한 금액이 옥션 시작가가 된다. 평생 조금씩

받게 될 저작권료를 작가 입장에서는 목돈을 받고 뮤지코인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레진코믹스는

전문 대행업체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을 맡기고 있다.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차단 조취를 요청

한다. ② 사례대상 플랫폼마다 저작권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 저작권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계약한 금액을 창작자에게 지불한다. 뮤지코인의 경우 경매를

통해 상승한 저작권료 수익의 50%를 창작자에게 지급한다. 레진코믹스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

익의 60%이상을 작가들에게 원고료로 지급하고 있다.

3. 활용기술 분석 결과

사례대상 기업 모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 알고리즘, 인공지

능을 활용한 딥러닝, 머신러닝과 핀테크 등 플랫폼 운영에 핵심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보호하고 거래 기록을 투명화 시키고 저작권을 중개자 없이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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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가능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ICT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표 6> 사례대상기업 분석 결과

플랫폼 수익모델 저작권 활용기술

유튜브
광고료
구독료

콘텐츠 ID:동일 복제물 중복방지 등 콘텐츠 모니터링
및 검증기술

- 저작권 위반 동영상 재생 불가
- 동영상 게시자와 수익 배분
-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에게 차단하거나 수익
배분의 두 가지의 선택권을 부여함

추천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넷플
릭스

구독료

- 외부 저작권자와의 라이센싱 계약 통해 시청자들에게
콘텐츠 제공

- 지적재산권 확보의 일환으로 자체제작 콘텐츠를
창작으로 저작권자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자체제
작 콘텐츠를 창작 중

빅데이터,
추천

알고리즘,
딥러닝,
머신러닝

뮤지
코인

저작권료
낙찰차익
거래수수료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창작자로 부터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받아 투자자들에게
경매 진행 경매를 통해 상승한 저작권료의 50%는
창작자에게 공유

핀테크,
빅데이터

레진
코믹스

구독료
저작권자와 라이센싱(Licensing)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화폐

Ⅴ. 결론

본 연구는 저작권을 활용한 플랫폼 기반의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함

으로서 저작권을 활용한 신생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가들에게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모델 분석

및 전략수립 활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는 넷플릭스 사례와 같이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을 만드는 고

객관계 관리를 통한 구독과 번들링 판매 전략과 양질의 독점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에서 충성도

높은 새로운 고객을 최대한 많이 지속적으로 유입 시키는 경영 전략처럼 참여자들이 많아질수

록 활성화되고 가치가 커지며 이익이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있다. 둘째,

Platform Business Model Map을 통해 사례 대상 플랫폼 기업을 분석한 결과 뮤지코인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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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악을 연계한 투자 상품화하면서 전문작곡, 작사가들만 소유했던 저작권을 일반 사람들도

소유 및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료 공유플랫폼 모델이다. 이처럼 플랫폼 기

반 비즈니스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의 혁신성과 확장성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 기반 플랫폼의 경우 전문 창작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가지고

플랫폼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대기업의 성장이 저하되고 중소기업의 수익 역시

줄어드는 경제침체의 상황에서 저작권을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

라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이바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

즈니스 모델이 창직과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

다. 넷째, 레진코믹스의 가상화폐를 사용한 사례처럼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은

플랫폼 내에서의 가치 교환 시, 거래 절차가 단순해지면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창작

자가 얻게 되는 수익이 현재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내 문

화산업에도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사례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였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 초기 진출

기업인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비해 비교적 후발 주자인 뮤지코인과 레진코믹스는 빅데이터, 인공

지능을 넘어 핀테크, 가상화폐 등 보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다. 즉,

결제의 용이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보다 다양한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을

해당 사업과 융합하여 수익모델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잠재적 창작자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이

를 배포, 전송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경제 활동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저작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대 플

랫폼 또는 방송국이나 출판사와의 계약 시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

서의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해 법적인 보호와 정부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저작권기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학문적

측면에서 사례기업에 적용하거나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기반 플랫

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사례 플랫폼 기

업들 간 가치차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었다.

저작권 기반 플랫폼비즈니스 기업의 공통점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 하였으

나, 저작권 기반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했다는 공통점 외에는 각 기업별 자신의 비

즈니스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유형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이 예상되어 플랫폼 비즈니스 유형을 범주화하는 후속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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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을 위해 추후 저작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인

기업과 실패한 기업들의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의 제언에 대한 연

구와 사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인터뷰 및 설문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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