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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ICT 혁신으로 TV 3.0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전통적 방송사업자들의 틈

새 속에 1인 창작자 중심의 MCN이 새로운 콘텐츠사업자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사업자 중심의 OTT와 1인 창작자 중심 서비스인 MCN의 대체 

및 보완관계를 분석하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1인 창작자 콘텐츠

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매체 간의 관계 분석에 적합한 ‘이용과 충족 이론’과 ‘적소이론’을 접목한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로는 OTT와 MCN을 모두 사용해본 수용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특성인 사용 용이성, 상호작용성, 선택

의 다양성, ICT 혁신 특성인 미디어 결합효과, 유저의 혁신참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OTT는 사용 용이성 차원에서 MCN은 

상호작용성과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냈으며, 기능적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사용 용이성, 미디어 결합효과 차원과 같은 플랫폼 측

면에서는 대체적 관계를, 상호작용성,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과 같은 콘텐츠 

측면에서는 서로 상이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MCN, 1인 창작자, 양면시장, 롱테일, 

이용자 혁신, 이용과 충족 이론, 적소이론 

학  번 : 2014-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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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ICT 혁신과 함께 인터넷 망을 이용한 다양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확

산으로, 이용자의 방송서비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Lin, 2010). 이용자들은 

기존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의 TV 중심 시청습관에서 벗어나, 인터넷 환

경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이은민, 

2012). 방송시청 대상으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1인 창작자들의 

UGC(User Generated Content)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용자의 

TV시청 습관은 전통적 방송프레임을 넘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으로 확

대되고 있다(Kolbitsch & Maurer, 2006).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란 통신사업

자, 방송사업자와 함께 제 3사업자들이 범용 인터넷 망(best-effort 

internet)을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Simpson & 

Greenfield, 2012).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채널 중심의 전통적인 방송과 달

리 비선형(non-linear)라는 측면과 STB(Set-Top Box) 설치를 필수로 하

는 폐쇄적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IPTV와는 다르게 개방형 인터넷 망을 이용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Simpson & Greenfield, 2012). OTT(Over 

The Top)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기 MCN(Multi Channel Network)은 여러 개의 YouTube 채널이 제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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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서 제품, 프로그램 기획, 결제, 교차 프로모션, 파트너 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 수익 창출/판매, 잠재고객 확보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1인 창

작자의 제작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모델을 의미했다(Google, 2013). 즉, 다수

의 1인 창작자들을 확보하여 그들이 콘텐츠 제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창작을 제외한 부가적 영역을 지원하여 각 채널을 마치 방송사처럼 활용하는 

사업 모델로, 이 때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MCN과 1인 창작

자가 배분하게 된다. MCN의 의미는 점차 확대되어 1인 창작자가 생산한 콘

텐츠를 동영상 스트리밍(streaming)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일

련의 과정을 총칭한다(Mueller, 2014). 

2005년 5월 출범한 YouTube는 연간 10억명 이상의 순방문자, 300시간 

분량(1분 기준)의 동영상 업로드, 전 세계 76개 언어를 지원하며 기존 유료

TV를 능가하는 미디어로 자리잡으며,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최명호, 2015). ICT 혁신으로 인해 동영상 제작환경이 변화하여 제작활

동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인터넷 동영상 시장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재능 있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입문하며 채널을 제공한다. 그리고 광고 

수익을 분배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해지면서, 1인 창작자들은 보다 전문적 콘텐

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콘텐츠 시장의 활기를 불러일으켰다. 

YouTube 환경을 통해 탄생한 수많은 1인 창작자들 중 높은 수익과 인기, 영

향력을 확보한 ‘YouTube 스타’들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기업 모델이 MCN의 

출발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AwesomenessTV, Machinima, Maker Studio 

등 YouTube 기반 독립계 스튜디오들이 탄생하며 5~10만 개의 채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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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명의 정기구독자 유치 등 그 영향력은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졌

다(한국방송통신진흥원, 2014). MCN은 리얼리티, 드라마, 영화, 뷰티/패션, 

게임, 스포츠, 애니메이션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종류의 콘텐츠로, 차

세대 이용자인 10대에서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겨냥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방송시장 판도 변화를 예측하며 M&A 

및 지분확보를 위해 MCN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표 1] 해외 동향, ICT 기업의 MCN 투자 사례 

MCN 투자기업 규모 비고 

Maker Studio Disney $5억 2014년 5월 매입 

(목표 달성 시, $4.5억 추가 지불) 

Fullscreen AT&T $2~3억 2014년 9월 인수 

(AT&T, The Chermin Group의 

조인트 벤처가 인수) 

Machinima Warner Bros. $0.18억 2014년 2월 투자 

AwesomenessTV Dreamwork 

Animation 

$0.33 2013년 5월 인수 

(목표 달성 시, $1.17억 추가 지불) 

2014년 12월 매입 

(Hearst가 지분 25%를 $8125만에 

매입) 

StyleHaul RTL Group $1.07 2014년 11월 인수 

자료: 최명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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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대기업과 Startup 중심으로 MCN 사업이 태동 단계에 들어섰

다. 2013년 6월, CJ E&M은 유명 창작자들을 조직하여 크리에이터 그룹

(creator group)이라는 MCN 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자사와 1인 창작자의 콘

텐츠를 동시에 유통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리하여 2014년 12월 

기준, 221개의 채널 보유, 정기구독자 1700만명, 총 조회 수 39억 회를 기록

하였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교육, 채널 운영 컨설팅, 구독자 정보 통계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창작자들 그룹 간의 파트너십 체결로 네트워크 허

브 역할을 하며 1인 창작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14년, 국내 1인 미디어 

방송의 모태인 아프리카TV도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MCN 사업에 진출하면서 

자사 BJ(Broadcasting Jockey)의 YouTube 진출장려와 대외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유명 1인 창작자들이 협력하여 Startup 형태의 독

립 MCN인 Treasure Hunter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에서도 

MCN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MBC는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다음 TV팟을 통해 제작한 1인 미디어 방송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방영한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등장은 기존 TV 기능을 대체하면서 N스크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고, 1인 미디어 현상을 심화시켰다. TV 1.0 아날로그 방송시대, 

TV 2.0 디지털 케이블방송 시대를 넘어 인터넷 망이 설치되면서 웹 및 모바

일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며, TV라는 디바이스를 벗어나 휴대용 디

바이스로 확장되면서 TV 3.0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맞춰 콘텐츠 산

업에서도 전통적인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MCN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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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하게 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OTT와 MCN의 경쟁 구조 분석에 초점

을 맞춰, 전문사업자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OTT와 1인 창작자들이 제작한 콘

텐츠를 유통하는 MCN의 대체 및 보완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디어 산업

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서 대표적인 양면시장 사례로 

꼽힌다(Calilaud & Jullien, 2003).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유인하여 서

로 다른 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양면시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산업은 콘텐

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매개로 이용자와 광고주라는 두 집단의 상호작용을 

돕고, 한쪽 또는 양쪽에서 수익을 받음으로써 산업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양면

시장의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산업은 조금 다

른 양상으로 변하였다. 광고주와 이용자를 양면성의 두 축으로 하는 양면시장

에서 새로운 산업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가격구조 등이 변

하는데, 전문사업자 중심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산업에 1인 창작자 중심의 

MCN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 광고주, 이

용자 그리고 1인 창작자가 등장하면서 세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창출 및 보상 모델이 요구되었다(이기훈, 2011). 그 중심에 MCN 산업

이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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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시장인 인터넷 동영상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OTT와 MCN은 구분된다. 전문사업자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산업이 

OTT라면, 1인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산업이 MCN이다. 그리고 

MCN 이용자는 스스로 UGC를 생산하는 1인 창작자로, 또는 MCN 기업에 소

속된 콘텐츠 창작자로의 전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다는 특성을 보인다. 즉, 

MCN은 소비자가 언제든지 생산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무너진다는 경향을 보인다(Grinnell, 2009). 나아가 서비

스 이용자는 미디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다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 혁신(User Innovation)적 성격을 가진다. 양면시장 내의 1인 창작자

의 콘텐츠 생산활동은 롱테일(the Long-Tail)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전문사업자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경제적 효과 외에도 1인 창작자들이 생

산하는 콘텐츠들의 가치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은 언론정보학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는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과 생태학에서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개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적소 이론(Niche theory)를 접목하

여 분석한다. 한정된 자원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특성인 사용 용이성, 상

호작용성, 선택의 다양성 3가지와 ICT 혁신 특성인 미디어 결합효과, 유저의 

혁신참여 2가지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적소분석을 통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혁신 주체를 파악하고 한정

된 자원 하에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특성을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를 분석한다. 그리고 적소이론의 기능적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OTT와 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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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현재 OTT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및 정책 이슈

가 MCN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확장한다. 마지막

으로, OTT와 MCN의 혁신 특성 파악을 통하여 MCN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강화하고 보완해야 될 지점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하기 위한 성공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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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이론 

 

2.1 양면시장 이론 

 

OTT와 MCN의 플랫폼은 시장 양측 수요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일 생산자

와 소비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산업조직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러므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설명하기 위해 양면시장 이론(Two-

Sided Market theory)을 도입하였다. 양면시장이란 두 종류의 이용자 집단 

또는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며,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

(indirect network externality)의 영향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을 말한

다(Rochet & Tirole, 2004). 플랫폼이란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여 가치 창출을 위해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이 거래 또는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이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며, 이 

때 이들 집단간에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발생이 플랫폼의 시장가치를 결정하

는 구조를 가진다(Rysman, 2009). ICT 혁신으로 인터넷, 운영체제, 소프트

웨어, 미디어 등과 함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진 대

표적인 사례이다. 양면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이용자 집단 중 한쪽의 가입 

또는 이용 증가가 상대 집단의 효용으로 이어지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화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또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화(cross network 

externality)’로 인하여 시장 양측의 균형을 맞추기(balancing both sid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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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et)가 중요하다(Rochet & Tirole, 2006). 그리고 한쪽은 플랫폼 사

용에 지불을 거의 하지 않는 대신 상대 이용자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서

로 다른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려운 ‘플

랫폼을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다(Evans & 

Schmalensee, 2008).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이러한 양면시장의 특성

을 잘 보여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

하는데,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콘텐츠 사업자들 또는 광고사업자들의 편익이 

증가하는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Hesse, 2007). 그리고 인

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광고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삼면시장으로도 볼 수 있다(이광훈, 2011). 

양면시장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서 OTT와 MCN은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영화배급사와 같

은 전문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서비스가 OTT라면, MCN은 1

인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플랫폼

의 다양화와 통신환경의 발달로 미디어에 플랫폼 레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혁신 계열로 구

분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면시장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생태계를 C-P-N-D 가치사슬을 기준으

로 OTT와 MCN으로 구분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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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P-N-D 가치사슬 기반 OTT와 MCN의 특성 분류 

C-P-N-D Category OTT MCN 

Content 콘텐츠 제공유형 전문사업자 중심 이용자 중심 

 Real-time 여부 녹화방송 중심 녹화방송 중심 

실시간 생방송 가능 

Platform  VOD 중심 VOD 중심 

실시간 Interaction 

Network Public Internet 

Device Screen provided by consumer 

전문사업자: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영화배급사 

실시간 생방송: 양방향 통신으로 이용자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 가능 

VOD: Video on Demand 

 

C-P-N-D 가치사슬이란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ICT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관련 생태계를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

(network), 디바이스(device)로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 있다는 분류방법이다

(최창현, 2014). C-P-N-D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따라 OTT와 MC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와 디

바이스 측면에서 OTT와 MCN 구분 없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특성에 따

라 공용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보유한 디바이스 종류에 구분 없이 시

청할 수 있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OTT와 MCN 모두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

(Video on Demand, VOD)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스트리밍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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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OTT와 비교하여 MCN은 실시간 

생방송이 가능하여 실시간으로 콘텐츠 창작자와 의사소통하고, 이용자가 콘텐

츠 제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특성이 있다.  

 

2.2 롱테일과 이용자 혁신 

 

ICT 혁신과 함께 등장한 롱테일(the Long-Tail)은 전통적으로 경제학 분

야의 파레토 법칙(Pareto’s law)에 의거한 80/20 법칙의 경향에서 벗어나 긴 

꼬리 부분을 형성하는 80%의 부분에서 경제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법

칙을 말한다(Brynjolfsson et al., 2007). 즉, 시장의 중심이 되던 상위 20%

의 제품 및 서비스가 아닌 긴 꼬리 부분을 형성하는 나머지 80%인 다수의 

틈새제품들이 매력적인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Anderson(2006)이 구글, 아마존, 이베이 등의 ICT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롱테일은 과거 수익 창출의 기여도가 낮은 각각의 제품이, 

개별적으로 볼 때의 시장가치는 적으나, 전체적으로 덩어리를 이룰 경우 새로

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매스(mass)경제에서 벗어

나 특정 소비자의 니즈(needs) 충족을 목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는 나노(nano)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고 있음을 시사한다(오정연, 2006).  

이런 트렌트는 롱테일, Web 2.0, 나노경제학(Nanoeconomy) 등 다양한 이

름으로 설명되고 있다. Web 2.0이란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오픈 API를 제공하여 기술개방과 단순하고 손쉬운 기술사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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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함으로써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웹 트렌드로 롱테일과 일맥상통한다

(Enders et al., 2008). 이런 경향은 미디어산업분야로 확장되어, 기존 전문사

업자 중심의 매스미디어에서 이용자 참여중심, 개방형 특징으로 생산소비 라

이프 사이클이 짧은 중소미디어(또는 1인 창작자)의 트렌디성 콘텐츠로 변하

고 있다(오정연, 2006). 즉, 전문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 드라마, 영

화 등의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수요 못지 않게 80%의 1인 창작자가 생산

하는 개인 창작물의 수요들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YouTube, 아프리카TV를 대표로 개인 창작물을 제공하는 MCN은 인터넷방

송 이용자 개개인의 취향과 수요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로 맞춤 대응하여 그들

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MCN 이용자들은 콘텐츠 창작자로 전환

하거나 창작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요는 

더 많은 참여자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것은 이용자 혁신 개

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용자 혁신이란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생산자 중심의 

혁신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혁신의 주체로서 제품과 서비스

의 발전에 기여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von Hippel, 2005). 혁신을 바

라봄에 있어서 생산자 못지 않게 이용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것은 사회적 

후생 증대로 이어진다는 이용자혁신은 생산자와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

한 정보격차가 해소되면서 가능해졌다(von Hippel, 2005). 정보 불균형 해소

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향의 이용자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원활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해야 한다. IC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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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의 협력적 혁신으로 위의 문제들을 해

결하고, 창의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Sawhney et al., 2005). 콘텐츠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성이 크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하

는 MCN은 이용자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영역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OTT와 구분되는 MCN의 특징은 1인 창작자가 생산하는 80%의 

롱테일 부분에서 매력적인 가치가 창출되며, 이는 이용자 혁신 관점에서 해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3 매체 간 경쟁에 관한 방법론 

 

본 연구는 매체 간 경쟁현상의 설명을 위해 언론정보학에서 전통적으로 사

용되는 이용과 충족 이론과 생태학에서 파생된 적소이론을 접목하여 적용하고

자 한다. 두 이론 모두 매체간의 경쟁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

되어 왔으며, 핵심개념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특성이 있다(송경희, 1998). 

 

2.3.1 이용과 충족 이론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

용자의 직접평가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미디어를 선택하고 활용하며 각 미디어

가 다른 미디어에 대해 가지는 지위 파악에 효과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이론이

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수용자의 미디어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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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충족(gratification)시키는 정도로서, 동일한 충족을 주는 여러 매체간

의 관계에서 우위를 결정하게 된다(Katz etl al., 1973b). 충족은 매체를 선택

하는 수용자들이 매체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추구충족(GS: Gratification 

Sought)과 수용 후 획득하게 되는 충족(GO: Gratification Obtained)으로 구

분된다. 추구충족(GS)과 획득충족(GO)을 각각 측정하여 그 차이에 따라 수

용자의 미디어 이용 경향이 달라지는데, 추구충족(GS)은 미디어 노출을 유발

하고, 다시 미디어의 사용으로 이어져 획득충족(GO)에 영향을 미친다

(Palmgreen & Rayburn, 1985). 

수용자의 동일한 욕구를 매체 별로 다르게 충족시킴으로써 매체 간의 대체

적 이용가능성이 발생한다. 미디어 생태계에서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던 매체

는 더 나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때, 기능적 유사성의 원리(principle of functional similarity)

에 의해 기존 매체는 새로운 매체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Katz et al., 

1973a). 각 미디어는 고유한 속성과 환경적 특징 때문에 다양한 욕구 중 수

용자가 느끼는 특정 욕구가 유사한데, 수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능 역시 

유사하여 매체 간 교환적 이용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욕구에 대

해 새로운 매체가 기존 매체에 비해 충족 기능이 우월하다면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수용자가 기대하는 충족을 예측하여 수용자

의 미디어 이용동기를 파악하고 미디어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바탕으로 매체 

상호간의 경쟁관계에 대해 많은 설명이 가능하게 한다(송경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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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적소이론 

 

적소이론(Niche theory)은 진화론에 기초하여 생태계 내의 개체군간 경쟁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추하기 위한 이론이다. 유한 자원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특정 집단의 생태계 공간에 새로운 개체가 유입될 때, 동일한 유한 자원을 소

비하기 위해 개체군 간에 경쟁관계가 발생하게 된다(Dimmick & 

Rothenbuhler, 1984a). 개체는 환경 적응을 위해 필연적으로 경쟁이 발생하

며, 집단간의 경쟁 정도에 따라 공존하거나 대체하게 된다. 적소(niche)란 경

쟁관계로 인하여 하나의 개체가 차지하여 활동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Dimmick, 2003). 

적소이론은 미디어산업에도 적용되어 매체간의 경쟁관계 분석에 유용한 틀

을 제공한다. 미디어 생태계의 각 매체도 유기체처럼 유한 자원에 의존하는데, 

한정된 가용자원에 여러 매체가 의존할 경우 매체간의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

다. 경쟁을 통한 자원 획득에 우월한 매체는 우위에 위치하게 되어 열등한 매

체를 대체하게 되는데, 열위에 있는 매체가 전략적으로 기능분화를 할 경우, 

이들 매체 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경쟁의 결과로 자리매김한 

매체의 특정 위치(적소)는 자원공간 내 매체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석할 수 있다(Dimmick, 1993). 그러므로 생태학에 기초한 적소이론은 유사

한 기능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동일한 시장 내에서 형성하는 경쟁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적합한 이론이다(Dimmick & Rothenbuhler, 1984a). 

매체가 경쟁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유한 자원에 대한 정의는 광고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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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지출, 프로그램 내용, 수용자 충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왔다(Dimmick, 

2003). 그러나 자원을 광고비 점유율, 이용자 지출, 프로그램 내용을 기준으

로 정의한 연구들은 시계열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에는 적합하나, 새로

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현 상황의 경쟁관계 진단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

구에는 적합하지 않다(강명신, 2001). 그러므로 가용자원에 대한 정의는 주로 

수용자의 이용 동기 충족을 기준으로 다루어져 왔다(Dimmick, 2004).  

적소이론에는 적소차원, 적소폭, 적소중복 등의 핵심 하위개념이 있다. 다양

한 기준의 적소차원(niche dimension)이 자원을 정의하고, 이 자원의 총체를 

환경적 적소라고 한다. 환경적 적소의 넓이는 동일한 적소에 다양한 매체가 

위치하고 있는 밀집도, 적소차원의 다양성, 매체간 자원공유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송경희, 1998). 환경적 적소 공간에서 매체가 차지하는 위치의 범위

를 매체의 적소폭(niche breadth)이라 한다. 적소폭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

어서 매체의 자원활용 정도가 넓은 일반 미디어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활용 정도가 적은 전문적 미디어로 해석할 수 있다. 적

소중복(niche overlap)이란 환경적 적소 내에 위치한 자원을 정의하는 여러 

기준 중, 한 차원에 두 개 이상의 매체가 위치하게 되어 자원공유가 발생하는 

정도를 뜻한다. 즉, 두 개 이상의 매체가 한 자원에 대해 의존하는 정도를 나

타낸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우위도(competitive superiority)로 불리는 쉐너

(Shoener)의 알파지수는 매체간 경쟁에서 어떤 매체가 더 우월한 입지에 있

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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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이용과 충족 이론과 적소이론의 접목에 대한 논의 

 

미디어경제학 분야에서는 생태학에 기초한 적소 이론의 자원을 수용자의 충

족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해 이용과 충족 이론과 접목하여 매체간 경쟁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선택 가능한 매체 중 수용자의 이용동기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매체를 선택한다는 이용과 충족 이론의 메커니즘은 한정

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개체들의 경쟁 및 공존관계를 설명하는 적소이론의 

관점과 일치한다. 송경희(1998)는 케이블 TV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홈비디

오, 영화와의 경쟁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이용과 충족 이론과 적소이론의 

접목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는 메커니즘의 유사성, 개념적 유사성 그리

고 결과의 유사성으로 구분하여 두 이론의 접목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생태학의 적소이론은 자연선택모델(natural selection model)로서 적자생존

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 유기체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

신의 생존과 보존을 위해 경쟁한다.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종의 노력에 관계없

이 자원을 둘러싼 여러 종들 중, 상대적으로 우월한 종이 살아남게 된다. 이 

과정은 매체의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관심이라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매체

들의 경쟁관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용자는 미디어

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수동적인 자세로 시청하기 보다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채널을 선택하는 주체이다(Katz et al., 

1973a). 그러므로, 콘텐츠 창작자들은 수용자의 관심(attention)이라는 상품

(commodity)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는 광고주로 하여금 미디어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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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게 한다. 수용자의 추구충족(GS)이 매체선택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므로, 

각 매체가 수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용자 충족은 적소이론의 환경자원이 

된다. 수용자의 관심은 한정된 희소자원으로, 자원을 획득한 적자만이 생존하

게 되어 선택되지 못한 미디어는 도태되어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매체의 성장

과 발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용과 충족 이론과 적소이론은 개념적 유사성을 보인다. 자원의 총체로 정

의되는 적소는 환경적 적소와 개체군의 적소로 구분된다. 송경희(1998)는 환

경적 적소를 개체군이 추구하는 환경적 자원 공간으로, 개체군의 적소를 자원

이 획득되어 나타나는 각 개체군의 위상이라고 설명한다. 환경적 적소와 개체

군의 관계는 이용과 충족 이론의 추구충족(GS)과 획득충족(GO)의 관계로 설

명할 수 있다(Palmgreen & Rayburn, 1985). 추구충족(GS)은 미디어 이용

에 대한 수용자의 일반적 동기 수준을 의미하고, 획득충족(GO)은 구체적인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충족을 의미한다(Dimmick, 2003). 추

구충족(GS)은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공통의 환경적 자원공간이 

되며, 획득충족(GO)은 개별 미디어가 획득한 충족으로 개념화되어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매체의 기능적 다양성과 적소폭의 관계에서도 상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적소 이론의 하위개념인 적소폭은 미디어가 활용하는 자원 범주의 

다양성 정도로, 적소폭이 다양한 자원에 거쳐 넓게 나타나는 개체군을 일반형

(generalist), 제한된 범위의 자원을 활용하는 개체군을 전문형(specialist)로 

분류할 수 있다(Dimmick & Rothenbuhler, 1984b). 이 구분은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충족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일컬어 확산형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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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diffused media)로, 제한된 충족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전문형 미디어

(specialized media)로 나누어지는 기능분화 개념으로 이어진다. 즉, 적소폭

이 넓은 확산형 미디어는 일반형 매체로, 적소폭이 좁은 미디어는 전문형 매

체로 해석할 수 있다(Dimmick, 2003). 그리고 적소이론의 적소중복은 이용

과 충족 이론의 기능적 유사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경쟁의 결과에서도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우스의 법칙(Gauss’s law)

으로도 불리는 경쟁배타의 원리(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는 유한 자

원 하에서 개체군 간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우월한 개체가 생존하고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열등한 개체는 생태계에서 축출된다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Hardin, 1960). 매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등장한 매체가 더 매력

적이면 새로운 매체가 기존 매체를 대체하는 기능대안성(functional 

alternative) 특성을 가진다. 경쟁에서 뒤쳐진 개체군의 공존을 위한 생존 전

략 역시 유사하다. 환경 적응에 실패한 개체군은 가능한 경쟁을 심화시키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소를 달리하는 적소변형을 모색

한다(Rastetter & Agren, 2002). 매체의 경우, 대체되는 기존 매체는 중복되

는 기능을 버리고 고유한 자신만의 기능을 특화하여 공존의 방법을 모색한다

(Dimmick & Rothenbuhler, 19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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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적소분석의 하위개념과 해석 

 

적소이론의 하위개념을 이용한 분석 방법을 매체간 경쟁 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소에 대응하는 개념적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 

의해 다차원적 자원을 충족으로 정의함에 따라, 적소는 추구충족(GS)과 획득

충족(GO)을 포함하는 충족의 공간이며, 적소차원은 미디어 이용으로부터 충

족되는 동기와 욕구의 여러 차원들로 구성된다(Dimmick et al., 2000). 이는 

충족적소(gratification niche)라고 개념화하고, 세 가지 하위개념 적소폭, 적

소중복, 경쟁적 우위도로 구성된다(Dimmick et al., 2000). 

 

 

 

u, l = 문항의 최고, 최저 점수 

GO = 각 문항의 획득된 충족도 

N = 각 매체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수 

n = 응답자 

K = 각 하위 차원에 포함된 문항의 수 

k =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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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 폭은 환경적 적소 공간에서 매체가 차지하는 범위로, 하위 충족차원 

별로 특정 미디어가 수용자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적소 폭은 하위 

충족차원에 포함된 문항 수와 척도 범위의 영향력을 제거하여 0과 1 사이의 

표준화된 점수로 나타난다. 1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자원 활용의 폭이 넓

어 충족이라는 자원이 다양한 범위로 활용되고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자원 

활용의 폭이 좁아 자원이 제한된 범위로 활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적소폭을 통해 미디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한 전략 요

인을 예측할 수 있다. 적소폭은 유한자원을 활용하는 범위에 따라, 하위 차원

을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충족시키는 일반형 매체와,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

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문형 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Dimmick et al., 

2000). 일반형 매체는 전문형 매체보다 자원 활용의 폭이 넓어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쉽게 대처하여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송경희, 1998). 자원의 다양

한 차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차원이 다른 매체에 의해 잠식되더라도 

남은 차원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처하여 공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임성원, 2007). 전문형 매체의 경우, 자원 활용의 폭

이 일부 영역에만 집중되므로 효율은 높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

이 떨어진다(송경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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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 매체 i, 매체 j 

GO = 각 문항에서 매체 i와 매체 j의 획득된 만족 점수 

N = 매체 i와 매체 j 모두 이용하는 응답자 수 

n = 응답자 

K = 각 하위 차원에 포함된 문항의 수 

k = 문항 

 

적소중복은 두 매체간의 기능적 유사성 또는 중복을 인지하는 정도이다. 각 

차원 별로 매체간 충족 차이의 역척도로 표현되므로, 적소중복이 0이면 한 자

원에 대한 두 매체의 충족적소가 완전히 중복된 완전 경쟁 관계를 의미한다

(Dimmick, 2000). 적소중복이 높다는 것은 두 매체간의 기능적 유사성이 크

다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유사한 충족기능을 제공하는 대체적 관계를 의미하며, 

반면 적소중복이 낮다는 것은 기능적 유사성이 작다는 것으로 수용자의 욕구

에 대한 충족 기능이 상이하여 두 매체간의 보완적 관계를 의미한다(Ramirez, 

2008). 

 



23 

 

 

 

 

 

i, j = 매체 i, 매체 j 

 = 매체 i보다 j가 더 높게 평가된 문항들의 점수 총합 

 = 매체 j보다 i가 더 높게 평가된 문항들의 점수 총합 

N = 매체 i와 매체 j를 둘 다 이용하는 응답자의 수 

n = 응답자 

K = 각 하위 차원에 포함된 문항의 수 

k = 문항 

 

경쟁적 우위도란 각 차원에서 두 매체 중 더 큰 충족을 제공하는 매체의 충

족 정도이다. 각 충족 차원에서 한 매체의 충족 정도를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값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으로, 충족 정도는 분석 

그룹 별로 t-test를 통해 각 차원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다. 우위를 보인 매체는 다른 매체보다 더 큰 충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Ramirez,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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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이론의 하위개념 중 적소중복과 경쟁적 우위도의 교차관계에 따른 종합

적 분석을 통해 더욱 풍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송경희(1998)에 따르면, 매체간의 중복도와 우위 여부에 따라 네 가지 관

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매체간의 중복도가 높아 경쟁상태는 높지만 우위는 없

는 ‘경쟁 진행’ 상태, 기능적으로 유사하여 중복도가 높고 우위가 나타나는 

‘대체조건 존재’ 상태, 매체 간의 경쟁이 완만하지만 우위가 나타나는 ‘대체적 

관계’, 중복도 우위도 없는 ‘독립적 공존관계’로 매체 쌍을 분류할 수 있다. 

경쟁진행 상태는 적소중복은 높게 나타나나 경쟁우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

로, 각 차원의 충족기능이 동일하고 매체 간 우위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대

체조건 존재 상태는 적소중복이 높은 상황에서 우위가 뚜렷한 경우로, 한 매

체는 다른 매체를 대체할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매체간 대체는 복합적인 요

[그림 1] 적소중복과 경쟁적 우위도에 따른 경쟁관계 분류 



25 

 

인이 작용하므로, 각 차원에 대한 대체조건은 존재하나 반드시 기능대체로 이

어지지는 않는다. 대체적 관계란 적소중복이 낮지만 우위관계가 명확한 상태

로, 매체간 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 때, 대체현상은 

적소공간의 잠식영역의 정도에 따라 부분적 기능대체와 완전대체로 구분된다. 

적소공간의 일부를 잠식한 부분적 기능대체는 매체간 ‘경쟁적 대

체’(competitive displacement)를 의미하여, 모든 충족차원을 잠식한 경우인 

완전대체는 ‘경쟁적 배제’(competitive exclusion)를 의미한다(Dimmick et 

al., 2004). 독립적 공존관계란 적소중복도 낮고 우위관계도 없는 상태로, 수

용자의 매체선택행위에서 상호독립적인 기능관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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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적소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이 있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은 수집된 데이터 중 표본을 취합하여 일반화

하지만, 적소분석은 개별 응답자가 각 차원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각 매체에 

대한 상대적인 만족도를 비교하여 분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3.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OTT와 MCN 모두를 이용해 본 경

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는 총 344명이

었고, 모두 OTT와 MCN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이다. 조사 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65 48.0 

여성 179 52.0 

연령 20세~29세 92 26.8 

30세~39세 8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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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49세 84 24.4 

50세 이상 85 24.7 

학력 고졸이하 37 10.7 

대학재학 47 13.7 

대학졸업 220 64.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40 11.6 

직업 학생 47 13.6 

관리/사무직 151 43.9 

전문직 37 10.8 

기술/생산직 15 4.4 

판매/서비스직 18 5.2 

전업주부 61 17.7 

기타 15 4.4 

거주지역 서울 121 35.2 

인천/경기/강원 121 35.2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62 18.0 

대전/충북/충남 17 4.9 

광주/전북/전남 22 6.4 

제주/세종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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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시청 

월 지불의사 

무료 98 28.4 

5,000원 미만 88 25.6 

5,000원 이상~10,000원 미만 90 26.2 

10,000원 이상~15,000원 미만 32 9.3 

15,000원 이상~20,000원 미만 14 4.1 

20,000원 이상 22 6.4 

 

응답자 344명 중, 현재 OTT 유료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73명

(21.2%)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별 사용매체에 대한 응답(중복 응답 가능)으

로 국내 OTT의 경우 pooq 181명, tving 101명으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나타났고,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hoppin 89명, olleh TV now 92명, Uplus 

Box 44명으로 조사되었고, 국내 MCN의 경우 아프리카TV 246명으로 나타났

지만,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지는 미비했다. 해외서비스 이용경험은 

OTT의 경우 YouTube(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의 드라마, 영화 시청) 262

명으로, MCN의 경우 YouTube(1인 창작자 콘텐츠 시청) 268명으로 두 서비

스 모두 YouTube가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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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문항 설계 

 

설문조사를 위한 측정 문항 설계는 Part1과 Part2로 구분하여, Part1에서

는 C-P-N-D 가치사슬에 기반한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

고, Part2에서는 적소분석을 위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특성과 ICT 혁신 특

성을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Part1에서는 이용자의 배경과 경험을 바탕

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유사성을 확인하고자 하

였고, Part2에서는 유한자원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세 가지 특성과 ICT 

혁신의 두 가지 특성으로 각 차원을 정의하여 적소분석을 진행한다. Part1과 

Part2로 구분되는 측정 문항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분석의 차이를 통해 풍

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3.2.1 C-P-N-D 가치사슬 기반 이용자의 서비스 인식 조사 

 

Part1에서는 설문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아주 다르다’부터 ‘아주 유사하다’

로 측정하였다. Part2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각 매체에 대한 상대적인 만족도 비교를 위하여 공통된 

질문으로 OTT와 MCN에 대해 동시에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Part1에서는 C-P-N-D 가치사슬에 기반하여 각 관점에 대한 유사성 인

식을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유사성을 질문한다. 질문의 구

성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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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P-N-D 가치사슬 기반 이용자의 서비스 인식 조사 

C-P-N-D Category 설명 

Content 질적 측면 프로그램 내용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고, 

완성된 정도 

양방향성 측면 콘텐츠 창작자와의 상호작용 

시간 및 장소에 구애 없이 원하는 채널 

선택 가능 

Platform Interface 측면 이용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사

이트와 같은 플랫폼의 디자인, 사용방법 

등에 대한 느낌 또는 이미지 

Network 유선 인터넷망 PC, 노트북 등을 랜선 망을 통해 통신사

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

는 시스템 

무선 인터넷망 스마트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등으로 Wifi와 같은 무선 인

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Device 스마트폰  

테블릿 PC  

PC  

IPTV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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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특성 

 

Part2의 측정 문항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특성과 ICT 혁신 특성으로 구

분된다. OTT와 MCN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내에서 기능적 유사성으로 매

체간 교환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우월한 매

체가 선택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충족기회

(gratification opportunity) 관점에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특성들을 도출

하여, 차원을 형성하였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세 가지 특성인 사용 용이

성, 상호작용성, 선택의 다양성을 차원으로 서비스의 혁신특성을 분석한다. 

 

[표 5]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특성 

특성 정의  선행연구 

사용 용이성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방법을 학습하고 기억하

며,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며 언제든지 

다른 채널로 변경이 용이한가에 대한 기대 충족 정도 

 Dimmcik et al. 

(2000, 2004) 

송경희(1998) 

임성원(1997) 

상호작용성 이용자는 콘텐츠 창작자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가능하

며,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즉시 전달할 수 있으며, z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 충족 정도 

 Dimmick et al. 

(2000) 

선택의 다양성 콘텐츠 및 채널의 다양성과 TV방송프로그램에서 제공

하는 콘텐츠와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에 대한 기대 충

족 정도 

 임성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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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와 MCN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양방향 방송의 특성을 가진다. 이용

자들은 디바이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웹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

고 싶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 생

산자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즉시 전달하는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적 특성보다는 

이용자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용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질문

을 설계하였다. 

 

[표 6]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특성 측정 문항 설계 

특성 측정 문항 

사용 용이성 프로그램 검색 용이성 

콘텐츠 및 채널 변경 용이성 

사용 방법 학습 및 기억 용이성 

상호작용성 양방향 의사소통 

의견 및 반응의 즉시 전달성 

시청 시간의 선택 가능성 

선택의 다양성 콘텐츠 종류의 다양성 

채널 종류의 다양성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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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ICT 혁신 특성 

 

전통적인 혁신은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변화 경향이었다. 

김상훈(2013)은 혁신(innovation)을 ‘새로운 것’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하이테크 마케팅의 혁신적 신상품으로 정의하였다. 

Rogers(2010)는 확산(diffusion)을 하나의 혁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

소통 경로를 통해 사회적 시스템의 구성원들간에 전파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

명했다. 그러나 ICT 기술발전은 전통적인 혁신 경향을 벗어나 새로운 확산 

경로를 개척하고 혁신 주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존 제품 및 서비스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졌고, 인터넷 망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

소통 경로가 간편해지고 확산의 경로 또한 다양해졌다. 그리고 혁신의 주체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

김하였다. 

 

[표 7] ICT 혁신 특성 

특성 정의  선행연구 

미디어 

결합효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타 서비스, 타 매체

와의 융합으로 인한 결합효과 

 Boczkowski & Ferris 

(2005) 

Williams et al. (2011) 

Buckingham (2003) 

유저의 

혁신참여 

콘텐츠 창작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무너진 

프로슈머(prosumer) 혁신 경향 

 Urban & von Hippel (1998) 

Jakob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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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 발전은 미디어 간의 결합효과를 발생시켰다. 각기 다른 부문에서 

진화해오던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등의 산업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영

역간 상호교환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ICT 융합 경향이 나타났다(Boczkowski 

& Ferris, 2005).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은 SNS 및 타 매체와의 결합 및 연

동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는 콘텐츠에 등장하는 제품 및 소품 구매를 위해 쇼핑 플랫폼으로의 연결 또

한 가능하다(Williams, 2011).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통해 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Buckinghan, 2003). 

ICT 기술 발전의 또 다른 혁신 경향은 이용자 주도형 혁신 플랫폼의 등장

이다. Web 2.0이라 불리는 플랫폼의 궁극적 가치는 이용자들의 능동적인 참

여로 생산되며, 참여형태와 활동에 따라 가치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능동적 가치생산은 이용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는 이

용자 욕구의 다양성과 수용성으로 이어져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이

용자 혁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콘텐츠 이용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고객

이 아니라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혁신 주체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것

이다. 즉,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

호해지는 프로슈머(prosumer)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스마트 디바이스 있으면 손쉽게 동영상 콘텐츠

를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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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ICT 혁신 특성 측정 문항 설계 

특성 측면 문항 

미디어 

결합효과 

SNS와의 결합 및 연동, 공유 가능 

방송 시청 시, 방영되는 제품 및 소품의 즉시 구매 가능성 

방송 시청을 통한 지식 학습과 실생활 적용 

유저의 

혁신참여 

콘텐츠 제작자로의 전환 

콘텐츠 제작활동 지원 

콘텐츠 제작활동을 통한수익 창출 

 

ICT 혁신 특성 중 미디어결합효과와 유저의 혁신참여에 대한 측정 문항은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 SNS 또는 다른 플랫폼

과의 결합 및 연동 가능성을 통해 동영상을 다른 이용자에게 손쉽게 공유가능

한지에 대한 질문과 IPTV의 대표적인 특성인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PPL)처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에 등장하는 제품 및 소품이 

구매 가능한 쇼핑 플랫폼으로의 연결 여부, 마지막으로 방송콘텐츠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실생활에 적용가능한지와 같은 교육적 측면으로 질문을 구성

하였다. 유저의 혁신참여 특성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콘텐츠 제작자

로의 전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은지 여부와 손쉬운 동영상 제작을 위해 플랫

폼, 제작 및 편집 툴 제공과 같이 제작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여부, 마지

막으로 콘텐츠 창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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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이용자의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Part1과 Part2 각각의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복

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용자의 서비스 인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C-P-N-D 가치사슬 기반 이용자의 서비스 인식 분석 결과 

C-P-N-D Category Scale 

Content 질적 측면 2.956 

양방향성 측면 3.070 

Platform Interface 측면 3.134 

Network 유선 인터넷망 3.547 

무선 인터넷망 3.584 

Device 스마트폰 3.291 

테블릿 PC 3.302 

PC 3.163 

IPTV 3.163 

General  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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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D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OTT, MCN의 유사 정

도를 평균한 결과, 이용자는 콘텐츠 층의 질적 측면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

에서 3점대 점수로 ‘보통이다’와 ‘유사하다’ 사이의 값을 보였다. 콘텐츠 층의 

질적 측면에서는 이용자는 OTT와 MCN을 2.956으로 ‘다르다’라고 인식하였

다. 플랫폼 층과 디바이스 층에서는 ‘보통이다’에 가깝게 인식하였고, 네트워

크 층의 유선 인터넷망과 무선 인터넷망 측면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인식하였

다. 이용자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OTT와 MCN을 콘텐츠의 질적 측면에

서는 차이를 보이나, 나머지 측면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함을 알 수 있

다. 전반적 측면에서도 OTT와 MCN을 유사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

아, 이용자는 콘텐츠 측면이 아닌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측면에서의 유

사성이 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유사성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즉, 이용자는 OTT와 MCN을 유사 서비스로 인식하지만, 제공되는 콘텐츠 차

이로 두 서비스를 구분함을 알 수 있다. 

 

4.2 적소폭 분석 

 

적소폭이란 미디어 생태계 내 환경자원 집합 속에서 매체가 차지하는 적소

의 범위를 뜻한다. 즉, 인터넷 동영상 생태계 내에서 다섯 가지 특성으로 정

의된 유한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OTT와 MCN이 제공하는 충족범위가 이용자

들을 만족시키는 영역을 의미한다. 적소폭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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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적소폭 분석 결과 

구분 OTT MCN 

사용 용이성 0.653 0.594 

상호작용성 0.508 0.649 

선택의 다양성 0.612 0.636 

미디어 결합효과 0.558 0.576 

유저의 혁신참여 0.471 0.643 

 

사용 용이성 차원에서 OTT의 적소폭이 MCN에 비해 충족범위가 더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OTT에서 제공하는 실시간방송이 기존 유료TV 방송사의 

채널제공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채널 검색 및 변경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국내 OTT 서비스인 pooq는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가 합작해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의 N스크린 서비스로 

응답자 중 181명이 이용경험이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인 tving 역시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는 서비스로 이용경험자가 101명으로 집계되었

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MCN 중 가장 대표적인 아프리카TV는 원하는 콘텐

츠의 키워드나 BJ들을 검색하는 방식이므로 사용 용이성 차원에서 OTT에 비

해 적소폭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성 차원에서는 MCN의 적소폭이 0.649로 OTT에 비해 높은 수준

의 활용 범위를 나타냄을 보였다. 응답자 총 344명 중 아프리카TV 사용경험

이 있는 응답자는 246명으로, 이는 콘텐츠 창작자인 BJ들과 채팅 형식으로 



39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상호작용성의 적소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인 창작

자인 BJ들은 이용자들간의 채팅을 콘텐츠 제작활동에 포함하여 기획단계에서

부터 완성까지 이용자들을 참여시킨다. 심리상담을 주제로 하는 방송의 경우, 

이용자를 방송참여 주체로 삼아 이용자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

식으로 제작활동을 구성한다. 채팅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창작자에

게 이용자의 즉각적인 의견 및 피드백이 전달 가능하고, 인터넷 동영상 플랫

폼의 양방향성 특성과 VOD 중심의 콘텐츠 구축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한다. YouTube(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의 드라마, 영화 시청) 262명, YouTube(1인 창작자 콘텐츠 시청) 268명이 

이용경험을 응답한 YouTube 플랫폼에서도 실시간 채팅 기능이 제공되어 동

영상 스트리머(streamer) 및 운영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선택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OTT와 MCN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택의 다양성은 방송 콘텐츠 및 채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분석 결과 전

문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와 1인 창작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MCN이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항목에서 MCN이 OTT에 비해 충족도를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용자는 유료TV의 프로그램에 비해 1인 창작자의 콘텐츠를 보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MCN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ICT 혁신 특성 중 미디어 결합효과 차원에서는 OTT와 MCN 모두 비슷한 

활용도를 보였다.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특성상 SNS를 비롯한 다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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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공유와 결합이 용이하다. 세부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미디어를 통한 간

접광고 효과와 구매 사이트로의 연결에 대하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대중

적인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교육 효과는 OTT와 MCN 

모두 높은 충족범위를 보였다. 두 서비스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따라 

구분되지만, 두 서비스 모두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학습하여 적용할 수 있

는 기능이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에서는 OTT에 비해 MCN의 적소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작자 방송 중심의 MCN이 차원의 모든 하위 영

역에서 OTT에 비해 높은 위상을 차지했다. 1인 창작자는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YouTube

는 프리롤(Pre-Roll) 광고 및 간접광고를 통한 수익을 YouTube와 1인 창작

자가 분배하고, 아프리카TV는 누적시청자 수에 따른 ‘파트너 BJ 제도’ 또는 

‘별풍선 제도’를 통해 수익 분배가 가능하다. 

적소폭 분석 결과를 통해 매체 간 경쟁관계를 살펴보면, OTT가 MCN과 비

교하여 사용 용이성 차원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MCN이 상호작용

성과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에서 더 넓은 활용폭을 보였다. 선택의 다양성과 

미디어 결합효과와 같은 특성은 OTT와 MCN 모두 동일한 인터넷 동영상 서

비스이므로 큰 차이 없이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진단된다. MCN

이 인터넷 동영상 생태계에서 OTT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성과 유저

의 혁신참여 차원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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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적소중복 분석 

 

적소중복이란 두 매체가 공통된 자원에 의존하여 공유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OTT와 MCN의 기능적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이다. 적소중복

은 각 차원 별로 매체간의 충족도 차이의 역척도로 표현되므로, 값이 작을수

록 매체간 중복도가 높아 유사한 기능을 가진 매체이며, 값이 클수록 매체간 

중복도가 낮아 서로 독립된 매체로 해석할 수 있다. 적소중복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적소중복 분석결과 

구분 OTT vs MCN 

사용 용이성 0.890 

상호작용성 2.117 

선택의 다양성 1.121 

미디어 결합효과 0.730 

유저의 혁신참여 1.810 

 

OTT와 MCN은 사용 용이성과 미디어 결합효과 차원과 같은 플랫폼 측면

에서 기능적 유사성을 보이며 극심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 동영

상 서비스인 OTT와 MCN은 동일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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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매

체임을 알 수 있다. 플랫폼에 접속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시청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특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상호작용성과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에서 OTT와 MCN은 상이한 결과를 보

이며, 각기 다른 영역을 가진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MCN 응답자들은 아프리카TV에 대한 인식 때문에, 1인 창작자와 이용자의 

의사소통이 방송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직접 콘텐츠를 생

산하는 1인 창작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양면시장

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생태계에서 OTT와 MCN은 플랫폼의 유사성으로 

같은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체가 전문사업자인지, 

1인 창작자인지에 따라 두 서비스가 구분되고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OTT와 MCN 모두 여러 채널과 콘텐츠를 제공

함으로써 가장 완만한 관계를 보였다. 

 

4.4 경쟁적 우위도 분석 

 

경쟁적 우위도는 기능적 유사성이 높은 중복된 매체 쌍 중, 이용자에게 더 

큰 충족 기능을 제공하는 매체를 구별해준다. 앞서 분석한 적소중복의 경우 

두 매체간의 기능적 유사성을 표현하지만, 매체간 적소위상의 우위관계를 설

명하지는 못한다. 경쟁적 우위도는 적소중복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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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간 경쟁관계의 향방이 대체 및 보완관계로 흘러갈지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매체의 차원 별로 충족도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며, t-test를 통해 분

석 그룹간 평균값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다. 경쟁적 우위도의 분

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경쟁적 우위도 분석 결과 

구분 OTT > MCN MCN > OTT 

사용 용이성 3.971 1.776 

t = 7.616 

상호작용성 1.884 5.366 

t = -13.834 

선택의 다양성 2.817 3.747 

t = -3.007 

미디어 결합효과 1.939 2.686 

t = -3.240 

유저의 혁신참여 1.166 5.936    

t = -16.412 

 

  

사용 용이성 차원에서는 OTT의 우위가 나타났다. 기능적 유사성으로 중복

이 컸던 사용 용이성 차원에서 OTT의 인터페이스가 MCN에 비해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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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친숙한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 결합효과 차원에서는 사용 용이성 차원과 

상반되게 MCN이 OTT보다 다소 우위에 있다. 

선택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대체적으로 매체 간의 우위관계가 명확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MCN 개념이 시작된 미국 시장의 경우, 뉴스, 리얼리티, 코미디, 

드라마, 영화, 패션/뷰티, 뮤직, 스포츠, 게임 등 기존 지상파방송과 큰 차이 

없이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반면, 국내 MCN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의 경우 리얼리티, 토크, 뮤직, 스포츠, 게임 등 다소 한정된 콘텐츠를 제공하

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각 장르에 포진한 다양한 1인 창작자들이 틈새전

략을 위한 기발한 창의성으로, 한정된 장르라는 제약 속에서도 차별적인 콘텐

츠를 제공하여 OTT와 비슷한 우위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문사업

자 중심인 OTT가 광고와 유통력을 핵심역량으로 하여 소수의 프리미엄 콘텐

츠 제공에 주력했다면, MCN은 다양한 1인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특정 이용자들의 취향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롱테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성 및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에서는 MCN이 OTT와 비교하여 우위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차원에서 두 서비스의 중복도가 낮아, 두 서비스의 

관계는 각기 다른 영역을 형성하여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상호

작용성 및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은 MCN이 생존을 위해 강화해야 할 필수적

인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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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합적 진단 

 

MCN에 대한 적소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적소폭 분석결과, 

인터넷 동영상 생태계 내에서 수용자의 욕구충족 측면에서 MCN이 차지하는 

위상이 OTT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크지 않았다. 사용 용이성과 미디어 결

합효과 차원에서 OTT가 MCN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상을 보였고 선택

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MCN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매

체의 경우, 양방향 방송 서비스의 대표적인 특성인 상호작용의 특징을 보인다.  

국내 MCN의 경우 아프리카TV에서 비롯된 1인 창작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

다는 인식 때문에, 적소위상에서 높은 충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작

용성 차원의 하위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의사소통과 즉시 전달가능성 

질문에서 MCN은 OTT에 비해 높은 충족을 나타내었고 시간 및 장소에 구애 

없이 원하는 콘텐츠 시청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유저의 혁신참여 차

원은 MCN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영역이므로 높은 충족도를 보인다. 

적소중복과 경쟁적 우위도에 따른 분석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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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결합효과 차원은 적소중복이 높지만 우위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

쟁 진행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OTT와 MCN 모두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용 용이성 차원에서는 OTT와 MCN

이 높은 중복도를 보이나, OTT의 우위가 점쳐져 대체조건 존재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는 OTT가 기존 유료TV에서 제공하는 친숙한 이름의 채널과 콘텐츠

를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성 및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에서는 적소

중복이 낮아 서로 다른 영역을 형성하고, MCN이 OTT에 비해 명확한 우위를 

보이므로 대체적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OTT와 MCN의 대체현

상은 인터넷 동영상 생태계 내의 환경적소를 MCN이 일부 잠식한 ‘부분적 기

능대체 조건’으로, OTT와 MCN의 경쟁적 대체 관계를 의미한다. 즉, 이용자 

참여중심, 개방형과 같은 MCN의 특성에 따라 기존 거대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1인 창작자가 생산하는 오락성이 강하고, 생산소비의 라이프 사이

[그림 2]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경쟁관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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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이 짧은 트렌디성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정연, 

2006). 선택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독립적 공존관계를 형성하여 각 서비스 별 

콘텐츠 및 채널이 상호독립적인 기능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C-P-N-D 가치사슬 기반 이용자의 서비스 인식조사결과와 적소분석 결과

를 종합적으로 진단해볼 때, 이용자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시

청하는 행위 측면에서 OTT와 MCN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적소분석결과를 통해 복합적으로 접근해보면, 이용자는 플랫

폼 측면에서 두 서비스를 기능적 유사성이 큰 서비스라고 인식을 하나, 콘텐

츠 측면에서는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유사성 

인식 기준으로 UI, UX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우선 고려함을 알 수 있고, 결국 

OTT와 MCN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시청하는 콘텐츠에 따라 구분함을 확인

하였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라는 양면시장에 OTT와 MCN이 

동시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인식을 통해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따

라 서비스가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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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OTT와 MCN의 경쟁관계 분석을 

통해 서비스간 대체 및 보완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용과 충

족 이론과 적소이론을 접목하여, 매체 간 경쟁관계를 생태계 내의 유기체들의 

경쟁 및 공존관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유기체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유한

자원은 수용자의 충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차원은 인터넷 동영

상 서비스 특성 세 가지와 ICT 혁신 특성 두 가지를 통해 환경자원을 정의하

였다. 

적소폭 분석을 통해 OTT와 MCN의 혁신 특성을 파악하여, 생존 및 공존을 

위해 보완하거나 강화해야 할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소중복 분석을 통

하여 OTT와 MCN은 동일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생태계 내에 위치해 있으

며,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라는 서로 다른 두 이용자 집단이 존재하는 양면

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C-P-N-D 기반 이용자의 서비스 인식 

조사와 적소분석을 이용한 복합적 분석으로, 이용자는 양면시장 내에 위치한 

두 서비스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따라 구분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지

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영화배급사와 같은 전문사업자 중심과 1인 창작자와 

같은 이용자 중심으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혁신 주체를 구분하여 인지하

였다. MCN의 혁신으로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1인 창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이용자 혁신으로 이어지며, 제작활동을 지원 받고 수익을 분배를 통해 지속적

인 1인 창작자 육성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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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문사업자 중심의 방송가치 못지 않게 매력

적인 롱테일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OTT와 MCN에 대하여 실제로 이용 경험이 있는 344명을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지만, 각 응답자의 숙련도에 따라 경험의 정도가 다르므

로 이 결과를 성급히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

가 OTT와 MCN에 익숙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지 확인할 수 없

었고, 수용자 중심의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것이므로, 이 결과를 통해 서비

스간의 관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

는 없다. 그리고 이 연구의 속성 상, OTT와 MCN의 현 상태에 대한 설명만

이 가능하며, 경쟁관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계열 데

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적소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MCN 이용 경험이 있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리카TV만을 시청한 경험이 있어서, 특정 서비스의 

특성이 국내 MCN 전체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MCN

의 경우 몇 만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다수의 1인 창작자들이 다양한 장

르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기존 TV에 버금가는 파급효과가 있지만, 국내 MCN

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으며 정착한 서비스도 소수라는 한계점이 있다. 서비스 

확산은 사회구성원의 수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런 제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MCN의 확산을 위해서, 적소폭 분석으로 파악된 혁신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

많은 MCN 기업과 1인 창작자가 탄생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

다. 

이용자들은 OTT와 MCN을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측면에서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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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OTT와 MCN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라는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CN은 아직 태동 단계임을 감안한다고 하지만,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는 국

내 OTT 서비스도 현재까지 시장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IPTV의 경우 미

디어법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정책적, 법적 규제가 시행되었

고, 현재는 케이블TV, 위성방송과 동일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 논

의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현재 OTT는 네트워크와 별도로 정의되는 기존의 

통신 부가 서비스와 기술적으로는 다르지 않으나, TV를 통해 제공되던 콘텐

츠를 동일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수직적 규제

틀이 현재처럼 유지되면, OTT 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터넷 동영상 사업

자들 간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수평적 규제틀 

적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강재원, 2013). OTT와 같은 유사 방송서비

스는 기존 유료방송과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이 가능하여 현행 방송법의 규제

가 적용되지 않는다(강명현, 2015). MCN은 신규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는 

규제 이슈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측면에서 MCN은 OTT와 

동일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 OTT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

장획정, 수평규제, 망중립성 등의 이슈가 MCN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OTT에 적용될 규제 마련 시, MCN

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OTT와 MCN은 상호작용성과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과 같은 콘텐츠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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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체적 관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OTT와 

MCN의 대체적 관계는 현 상태에 진단이므로, 서비스 전체에 대한 대체적 관

계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두 차원에 한해서는 대체적 관계

를 형성하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콘텐츠는 OTT와 MCN으로 뚜렷하게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콘텐츠의 융합화로 인하여 보완관

계로 변화할 여지가 있다. 지상파방송 MBC에서 개인 방송을 편집하여 정규

방송에서 방영하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OTT와 MCN 콘텐츠 융합화의 대

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콘텐츠의 정책적 규제에 대하여 MCN은 OTT와는 다른 차별적 접근이 필

요하다. 상호작용성 차원을 바탕으로 1인 창작자의 콘텐츠에 대해 방송등급 

심의, 방송콘텐츠 제작 교육 문제가 대두되며, 이용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이

슈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 MCN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오락성과 자극

성이 강한 경향을 보이므로 우려가 되나, MCN 산업의 발전을 고려할 때 

MCN 콘텐츠에 기존 T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방송등급 심의과정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인 창작자들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기존 방송심의보다 규제완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MCN 사업자

들에게는 그들이 제작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정책

적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이 채팅 형태 참여로 의사소통과정

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저의 혁신참여 차원에서 MCN이 1인 창작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제작 활동 지원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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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저작권 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MCN의 이용자들은 잠정적인 1인 창작자가 되어 언제든지 콘텐츠 

창작자로 전환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자 혁신으로 나아가고, 이는 

인터넷 동영상 생태계의 롱테일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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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 

 

 조사명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와 MCN(Multi Channel 

Network)에 대한 이용자의 충족도 조사 

 

 조사기간 

2015년 11월 

 

 조사내용/목적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와 

MCN(Multi Channel Network)에 대한 이용자의 충족도와 충족요인 조사를 목

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해 오

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연구자 이준민(junmin.lee4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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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설문을 위해 필요한 사전지식에 대한 내용이 제시됩니다. 정확한 설문을 

위하여 질문에 대한 응답에 앞서 읽어주십시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개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란, TV를 비롯한 기존의 유료방송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모든 동영상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1인 창작자가 제공하는 콘텐츠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래의 OTT(Over The Top), MCN(Multi Channel Network)도 인터넷 동영

상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OTT의 개념 

OTT(Over The Top)란 pooq, tving 등과 같이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

니다. 

 

 MCN의 개념 

MCN(Multi Channel Network)란 아프리카TV, 다이아 TV 등과 같이 1인 콘

텐츠 창작자가 생중계로 방송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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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MCN 기업군 

OTT 기업군 MCN기업군 

국내 현황 

pooq(KBS, MBC, SBS) 

tving(CJ헬로비전) 

hoppin(SK플래닛) 

olleh TV now(KT) 

Uplus Box(LG Uplus) 

국내 현황 

다이아 TV 

아프리카TV 

쉐어하우스 

비디오빌리지 

메이커스 

해외 현황 

Netflix 

hulu 

Amazon Prime 

HBO Go 

Apple iTunes 

YouTube채널 

(YouTube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사의 드라

마, 영화 시청) 

해외 현황 

Awesomeness TV 

Machinima 

Maker Studios 

StyleHaul 

Fullscreen 

Broadband TV 

YouTube 채널 

(YouTube를 통해 1인 

창작자 콘텐츠 시청) 

 

OTT, MCN 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아시면, 아래의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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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1 

지금부터 OTT와 MCN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질문이 제시됩니

다. 평소의 사용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본 설문의 문항은 ‘아주 다르다’ 부터 ‘아주 유사하다’ 사이의 5점 척도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견해와 일치하

는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A. 콘텐츠 측면 

1. 이용하는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에서, OTT와 MCN 서비스를 유사하다고 느끼

십니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 콘텐츠 질: 프로그램 내용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고, 완성된 정도) 

① 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2. 이용하는 콘텐츠의 양방향성 측면에서, OTT와 MCN 서비스를 유사하다고 느

끼십니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 양방향성: 콘텐츠 창작자 또는 제공자와의 상호 작용 또는 시간 및 장소에 

구애 없이 원하는 채널 선택 가능) 

①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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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플랫폼 측면 

1. 이용하는 플랫폼의 Interface 측면에서, OTT와 MCN 서비스를 유사하다고 느

끼십니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 Interface: 이용자가 생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등의 디자인,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느낌 또는 이미지) 

①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C. 네트워크 측면 

1. OTT와 MCN 서비스 시청 시, 이용하는 유선 인터넷 망을 유사하다고 느끼십

니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 유선 인터넷 망: PC, 노트북 등으로 랜선을 통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

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①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2. OTT와 MCN 서비스 시청 시, 이용하는 무선 인터넷망을 유사하다고 느끼십니

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 무선 인터넷 망: 휴대폰, PDA(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 등으로 WiFi와 같

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①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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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디바이스 측면 

1.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OTT와 MCN 서비스를 유사하다고 느끼십니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①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2. 주로 테블릿 PC를 이용할 경우, OTT와 MCN 서비스를 유사하다고 느끼십니

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①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3. 주로 PC를 이용할 경우, OTT와 MCN 서비스를 유사하다고 느끼십니까? 다르

다고 느끼십니까? 

①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4. 주로 IPTV를 이용할 경우, OTT와 MCN 서비스를 유사하다고 느끼십니까? 다

르다고 느끼십니까? 

①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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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전반적 측면 

1.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OTT와 MCN 서비스를 유사하다고 느끼십니까? 다

르다고 느끼십니까? 

①아주 다르다    ②다르다   ③보통이다    ④유사하다    ⑤아주 유사하다 

 

2. 유사하다고 느끼시거나 다르다고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3. 귀하는 OTT 서비스의 유료 채널을 이용하십니까? 

①이용한다    ②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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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2 

지금부터 OTT(Over The Top)와 MCN(Multi Channel Network)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충족과 관련된 질문이 제시됩니다. 

본 설문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사이의 5점 척

도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견해와 일치하

는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A. 사용 용이성 

1.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검색이 용이하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이용자가 원할 때 콘텐츠 및 채널 변경이 용이하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학습하기 쉽고, 기억하기 용이하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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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호작용성 

1. 방송 시청 중에 이용자는 콘텐츠 제작자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고, 그 내용

이 방송에 반영되거나 방송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심리 상담을 주제로 1인 창작자가 제작하는 채널의 경우, 이용자가 실시간 

의사소통으로 방송에 참여하여 내용을 전개해 간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이용자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방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반응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C. 선택의 다양성 

1. 제공하는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하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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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하는 채널의 종류가 다양하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일반 콘텐츠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일반 콘텐츠: TV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D. 미디어 결합효과 

1.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와 연동가능하고, 손쉽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

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방송 시청 도중, 방송에 등장하는 소품이나 제품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다. 

(☞ 스마트쇼핑과 같이 방송 시청 중 전화주문, 쇼핑몰로 연결 후 구매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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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 시청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 EBS 방송과 같이, 지식을 학습하거나 또는 요리, 제빵, 운동 등을 방송을 

통해 배우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 유저의 혁신참여 

1. 이용자는 자신이 원할 때, 콘텐츠 창작자로 전환하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 콘텐츠 창작자로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 손쉽게 등록하고, 이용자 스스

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에 제공할 수 있다. 즉, 콘텐츠 창작자로 

전환의 진입장벽이 낮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이용자가 콘텐츠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을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한다. 

(☞ 이용자가 콘텐츠 제작이 용이하도록, 템플릿을 제공하거나 영상 제작 및 편

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0 

 

3. 이용자가 창작한 방송 콘텐츠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OTT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MCN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F. 기타 

1. OTT 서비스를 통해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리얼리티    ②코미디    ③드라마    ④패션/뷰티    ⑤음악/뮤직비디오 

⑥스포츠    ⑦게임    ⑧애니메이션    ⑨기타(          ) 

 

2. MCN 서비스를 통해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리얼리티    ②코미디    ③드라마    ④패션/뷰티    ⑤음악/뮤직비디오 

⑥스포츠    ⑦게임    ⑧애니메이션    ⑨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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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3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20대 미만    ②20~29세    ③30~39세    ④40~49세    ⑤5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중졸 이하    ②고졸 이하    ③대학재학    ④대학졸업 

⑤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학생    ②관리/사무직    ③전문직    ④기술/생산직    ⑤판매/서비스직 

⑥전업주부    ⑦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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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한 달 동안 지불 가능한 금액

은 얼마입니까? 

①무료    ②5,000원 미만    ③5,000원 이상~10,000원 미만 

④10,000원 이상~15,000원 미만    ⑤15,000원 이상~20,000원 미만 

⑥20,000원 이상 

 

6.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선호하는 디바이스를 차례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①스마트폰    ②테블릿 PC    ③PC    ④노트북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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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we enter TV 3.0 era with ICT innovation, individual creator-

oriented MCN floated as new contents provider in traditional 

broadcasting industr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ubstitution and complement 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producer-

centered OTT and individual creator-centered MCN. In order to do so, I 

reviewed the competition of individual creator contents in internet video 

service market and derived political implications. For analysis, I used 

‘ uses and gratification theory’  and ‘ niche theory ’ . Data was 

collected from 344 survey respondents who actually had use experience 

of OTT and MCN. The definition of limited resources was analysed by 

applying three attributes of internet video services: usability, 

interactivity, diversity and two attributes of ICT innovation: media 

convergence effect and participation innovation process. The result 

showed that OTT is relatively dominant in usability dimension, and MCN 

is also dominant in interactivity and participation innovation process 

dimensions. By principle of functional similarity, I also found out that 

OTT and MCN form substitution relation in platform aspects such as 

usability and media convergence effect dimensions, and co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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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in contents aspects such as interactivity and participation 

innovation process dimensions. 

 

Keywords: internet video service, OTT, MCN, individual creator, 

two-sided market, the long tail, user innovation, uses and 

gratification theory, niche theory 

Student Number: 2014-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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