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장 변동과

혁신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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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non-linea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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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will change 
television will do so

by re-defining the core product

not just the tools we use to 
consume it.”

by Horace Dediu, Asy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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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fining the core product

not just the tool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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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ways to entertai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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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Spacey

“Clearly the success of the Neflix model - releasing 
the entire season of House of Cards at once - has 

proved one thing: the audience wants control. 
They want freedom. If they want to binge - as 

they’ve been doing on House of Cards - then we 
should them binge.”

http://www.youtube.com/watch?v=P0ukYf_xv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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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dience wants control. 
They want freedom.

If they want to binge, then we 
should them b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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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Spacey

“demonstrated that we have learned the lesson 
that the music industry didn’t learn - give people 

what they want, when they want it, in the form they 
want it in, at a reasonable price, and they’ll more 

likely pay for it rather than stea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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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people what they want,

when they want it,

in the form they want it in,

at a reasonabl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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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Forward
Lean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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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Consumption
Non-Linea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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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e Viewing

Lean Back

Non-Linear Consumption



original video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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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video programming

TV (video) programming typically 
unavailable through conventional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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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video) programming produced 
by the network operator (or an 

aff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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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7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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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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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idiklum.aol.com/category/videos/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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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mazon.com/Pilot-HD/dp/B00CDBTQCW/ref=sr_1_2?s=instant-
video&ie=UTF8&qid=1370622412&sr=1-2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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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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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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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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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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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TV 방송 수준에 도달할 예정인

Online 프로그램 수: 약 78개

http://www.buzzfeed.com/charliewarzel/an-exhaustive-list-of-every-new-online-tv-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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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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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YouTube Celeb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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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le P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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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구독자 7백만, 10억 뷰



Jenna Mar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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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4년 10월 14백만 구독자, 15억 뷰



LeF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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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구독자 210만, 2억3천만 뷰



YouTube (Multi-Channe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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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itiond.co.kr/view/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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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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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간접 네트워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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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충성도 증대 효과

저가 영상, 단편 영상 보다는 전통 TV 형식 추구

품질, 스타, 입증된 제작팀



전통 생산자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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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생산자로부터 독립: 비용절감 효과

프로그램 성공할 경우 라이센스 비용 상승: 가격 악순환

참조: http://mashable.com/2013/04/30/netflix-
streamageddon-2013/



광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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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Hulu 대비 1인당 광고노출 작아

http://www.comscore.com/Insights/Press_Releases/2013/5/
comScore_Releases_April_2013_US_Online_Video_Rankings%20



생태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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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문 생산자 형성 + YouTube Studio
+ Amazon Studios + …

YouTube MCN + Revenue Model

Global Audience Network + Global Ad. Network



BuzzFeed Motion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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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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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백20만

2014년 2월: 1억

nearly 60% of which happens on mobile devices



multi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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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zFeed Video

BuzzFeed Blue, BuzzFeed Yellow

BuzzFeed Violet, etc. 하루 평균 총 6편



수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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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Ad.

PPL



디지털 뉴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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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aper as A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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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aper
as A production technology



전통 종이신문 중심 언론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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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거리에 기초한 판매수익

도달거리에 기초한 매체 영향력

도달거리에 기초한 광고수익

1990년대까지 높은 수익율



생산함수로서의 종이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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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정 비용 ➔ 시장 진입 장벽

Positive Returns to Scale ➔ 생산자 대형화

경쟁 활성화 = 생산자 수 증가 = (간접) 여론 다양성 증가

정부 역할 ➔ 경쟁시장 환경 조성위해 비용 지원



전통 종이신문 중심 언론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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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ource Multi-Use: ‘유통 채널’, ‘수입처’로 인식 

1990년대말 월드와이드웹 대중화

2000년 - 2003년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붕괴 경기 후퇴기



생산함수로서의 종이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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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생산량 유지 못할 경우 ➔ 생산함수 작동하지 못함

판매량 감소 ➔ 높은 고정비용으로 생산함수 문제 발생

판단 사항: 일시적 위기인가? 구조적 위기인가?

일시적 위기 ➔ 정부역할: 종이신문 지원 강화



‘규모의 경제’의 배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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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더릭 피유(Frédéric Filloux):
전체 비용 중 종이 및 인쇄 비용 ▶︎ 약 25%-35%
전체 비용 중 배달 및 유통 비용 ▶︎ 약 30%-40%



‘규모의 경제’의 배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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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증가에 따라 수익 증가폭 매우 큼
판매량 감소에 따라 수익 하락폭 매우 큼



전통 종이신문 중심 언론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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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와이드웹의 진화: 독립된 광고 시장 형성

2005년 전후, 네이버, 다음 급성장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

스마트 미디어 대중화 ➔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



새로운 시장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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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개 서비스의 대중화

종이신문시장과 별도의 디지털 뉴스시장 형성

뉴스 소비의 새로운 양식을 가진 ‘소비자 집단’ 성장

구조적 위기 ➔ 정부역할: 전환(transformation) 지원



디지털 뉴스, 온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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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과 다른 생산함수

종이신문과 다른 비용 구조 및 다른 기술

종이신문과 다른 상품 특성

종이신문과 다른 시장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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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온라인 뉴스

제품

결합 상품(Bundling):
뉴스/기사, 칼럼, 소비자 정보, 퀴즈, 
운세, 광고 등이 하나의 상품으로 결

합, 임의적 분할 불가능

탈결합 상품(Unbundling):
개별 뉴스/기사는 독자적 주소(URL)

를 가진 독립된 상품임

접근성
패키지 가격(package price)에

기초한 일괄접근:
‘walled garden’

새롭고 개인적인 ‘조합 가능성’이 무
한대로 증가:

각각의 조합/묶음(Bundle)에서
개별 뉴스에 접근 가능

이동비용 및
교체비용

(Hotelling)

상대적으로 높음:
정기구독 해지비용, 

가판 판매대 사이의 물리적 거리

매우 낮음:
‘클릭’ 한 번 거리

생산비용 및
물류비용

두 개 모두 매우 높음

생산비용 중
노동비용은 변동없으나,
자본비용 크게 감소 +
물료비용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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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시장: 공급과잉 및 단일시장

공급과잉은 디지털 뉴스시장의 구조적 특징

60

공급과잉을 인정한 상태에서 시장전략 도출해야

“Content is King?” ▶︎ YES! BUT …

“There are hundreds, hundreds of Kings!”



Click-Bait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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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감 급상승 검색어
뉴스 어뷰징



Click-Bait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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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

Buzz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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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어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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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어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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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어뷰징



시장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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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창출구조의 변화: 시장행위자 역할 변화

1. 가치창출구조의 변화: 시장행위자 변화

3. 시장환경 변화: 경쟁환경 변화

4. 정부역할 변화



뉴스 생산자와 뉴스 중개자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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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도달거리 축소 ➔ 매체 영향력 축소
➔ 판매 및 광고 축소

➔ 생산함수 오작동 ➔ 도달거리 축소

뉴스 중개자: 범위의 경제 실현 + 네트워크 효과

종이신문 생산자: 디지털 뉴스시장 실패 ➔ 갈등의 구조화

뉴스 중개자 ➔ 영향력 확대, New Gatekeeper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
> http://www.berlinlog.com/?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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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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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Mathias Döpfner (CEO of Axel Springer)

“Every publisher in the world  
should sit down every day 

and pray to thank Stev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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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4, 조사대상: 11개국

NewYork Times Innovation Report

72



73

37%
access news from 

smartphone each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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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one 

centric



NewYork Times
Innov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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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미디어 변동의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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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디어 변동의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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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미디어 변동의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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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미디어 변동의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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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



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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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Bait-Sites:
Buzzfeed, Upworthy, Huff-Post, etc.

Robot Journalism



저널리즘 혁신

생존의 문제

83



혁신 저널리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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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저널리즘 실험 이어져

12+4 혁신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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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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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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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 Areas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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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혁신 4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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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조직혁신

형식혁신
비즈니스모델
혁신



기술혁신

1814년 영국 The Times, 하루 1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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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1817년 영국 The Times, 하루 7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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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영국 The Times, 하루 6만 부

1870년 영국 The Daily Telegraph,
하루 20만 부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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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형식 진화 생산성 증대

보도, 이미지, 그래픽 규모의 경제



Conten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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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형식 생산성 증대

기술투자



기술형식 + 형식혁신 + 비즈니스모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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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식 + 형식혁신 + 비즈니스모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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