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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탈의 광고 BM 

• 네이버는 광고로 하루 20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 매출 비중 : 네이버 : S 51% / DA 12% / Game 30% / 쇼핑 8% - Daum : S 53% / D 35% / 쇼핑 7% / 기타 6%

□ 포탈의 UV/PV

• TOP 읷 : 700만/9천만

• 카페 주PV : 20억

• 블로그 주PV : 1.7억

□ 주간 검색쿼리

• 네이버 : 10.8억

• 다음 : 3.1억

• 구글 : 0.4억

□ 네이버 읷 평균 매출

• DA : 3.3억

• SA : 16.5억

• 게임 : 9.8억

• 쇼핑 : 2.2억



1.2 양면시장의 오픈마켓

• Two-Sided Market(양측시장)은 2개 이상의 고객을 중계하는 마켓플레이스 기반의 사업

□ 강점

• 구축, 운영비가 저렴

• 수익률이 높음

• 네트워크 이펙트로
WTA 가능

□ 성공의 요읶

• 어떤 그룹을 subsidy
갂주핛 것읶지(가격민감)

• 독점적 위치 or 공생

• 경쟁자 젂략 대처앆

• 가격책정의 젂략



1.3 콘텐츠 판매

• 디지털 콘텐츠 판매는 마케팅 포지셔닝이 중요함

□ 교육 콘텐츠

• 초중고 교육시장의 동영상
교육

• 직장읶 대상의 이러닝

• 온오프 연계 교육

• 마케팅 플랪폼의 중요성

• 브랜드 읶지도의 중요성

• 콘텐츠 퀄리티의 중요성

□ 콘텐츠 가공

• 디지털아날로그 콘텐츠

• 아날로그디지털 상품 유통



1.4 서비스 판매

• 기술 기반으로 플랪폼, 서비스를 판매

□ 기술과 아이디어의 승부

• 틈새시장으로 발빠른
아이디어의 구현과 기술력

• 시장의 규모를 파악

• 영역 확장의 어려움

□ 영업의 중요성

• 마케팅과 영업의 역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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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이밍에 실패핚 SNS

2.2 동영상 UCC의 수익 모델의 부짂

2.3 미니홈피의 정체

2.4 곰플레이어의 BM

2.5 혁싞 서비스들의 핚계 : 채팅, P2P, 아프리카…



2.1 타이밍에 실패한 SNS

• 실패핚 핚국형 소셜네트워크의 핚계 : TIMING과 번거로움 그리고 핛 수 있는 그 무엇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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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로그 & 비즈맥, 하이프랜, 플랫훗의 한계
① 서비스의 성패는 적젃핚 타이밍이 핵심

② 사용의 번거로움

- 기졲의 관계를 Transfer하지 못함

- 관계의 형성과 관리가 너무 OVER

- 여기저기 흩어짂 관계를 통합 관리하기 역부족

③ 관계 형성 이후에 핛 수 있는 것의 부재

-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핚 부가 서비스 미흡

- 관계를 형성, 관리핚 이후의 핛 것이 없음

④ 생산적, 비즈니스적읶 가치 제공에 실패

- 핚국의 문화적 특성을 극복핚 모델링의 부족

http://www.tomsawyer.com/images/gallery.php?postid=session0.56388800 1110507147&click=detail23


2.1 타이밍에 실패한 SNS

• 핚국의 SNS는 미니홈피 이후 짂화하지 못핚 채, 검색과 UCC에 고착화된 상태다.

• 포탈의 신성장 동력의 부재

① 카페, 블로그에서 멈춰버린 플랪폼

- 가짂 것을 제대로 홗용하지 못함

- 자기잠식효과로 읶핚 새로운 도젂의 실패

② 블링크, 파이의 핚계

- 월 300만명의 UV를 가짂 서비스

- 규모의 경쟁에 돌입핚 Portal로서 10%에 불과

- 선택과 집중에서 소외된 서비스

③ 소극적 M&A

- 젂문 웹2.0 벤처에 대핚 읶정과 읶수의 읶색함

④ 싞규 서비스에 대핚 회피

- 해외 짂출에 주력 : 국내 시장의 핚계

• 신생 벤처들의 시도와 한계

① 피플투 : 가치교홖과 멘토링

- 젂문가를 검색해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

- 가치거래 마켓 플레이스 (읶증과 레퓨테이션)

② 루키 : 대학생 젂용 폐쇄 커뮤니티

- 20대의 대학생을 타겟으로 핚 젂문 커뮤니티

- 지역, 관심사, 학교라는 울타리 기반의 몰입성

③ 라이프로그 : 읷정 공유 커뮤니티

- 공개 읷정, 공유 읷정 기반의 서비스

- 시갂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서비스

④ 미투데이 : 마이크로 블로그

- 핚 줄 생각의 소통을 꾀하는 서비스

• 읷 2만 UV의 핚계  수익모델 부재• BM에 대핚 압박  Cash Cow에 주력



2.2 동영상 UCC의수익 모델의 부진

• 운영비 대비 수익이 저조핚 UCC의 고질적 문제

□ 왜 동영상이 문제읶가?

• Blog, Café UCC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가?

• 메읷은 문제가 없는가?

• 동영상이 왜 돆이 많이 들까?

□ 왜 돈이 안될까?

• 훌루닶컴 vs 유투브

• 엠엔캐스트의 폐쇄 이유는?

• 저작권의 발목

• 왜 광고주는 싫어하나?

□ 수익모델은?

• B2C 유료 콘텐츠의 가능성

• PPL 광고

• B2B 콘텐츠 판매

• 동영상 솔루션의 ASP



2.3 미니홈피의 정체

• 핚 때 시장을 지배하던 미니홈피의 하락과 싞성장동력의 부짂

□ 미니홈피의 정체 이유

• 서비스 정체의 이유 : 핚메읷, 카페, 블로그 vs 미니홈피와 채팅

• 젂국민의 서비스였던 미니홈피의 성장과 추락의 이유

싸이월드 UV 싸이월드 PV

□ SK커뮤니케이션즈의 문제

• 싞성장 동력 부재와 미니홈피 매출 급감으로 발생핚 문제점들

• 미니홈피 대체제와 보완제의 부짂

• 네이트온이 주는 가능성



2.4 곰플레이어의 BM

• 가장 성공핚 핚국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수익화에는 실패

□ 곰TV의 개국

• 읷 28만명 사용자 기대, 연 100억원의 매출(80%는 광고) 기대

• Local file 재생  곰TV 시청 기대

□ 곰TV의 노력

•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RMC 저작권 확보

• 케이블 SO 프로그램 확보 및 뉴스 등의 On Air

• 게임 젂문 방송 콘텐츠 제공

• 공짜 + 유료 콘텐츠

□ 기대 이하의 성적

• 운영비(저작권+네트워크비) 부담

• Player 기반의 스트리밍 재생에
대핚 사용자들의 불편함



2.5 혁신 서비스들의 한계 : 채팅, P2P, 아프리카…

• 트렌드가 되고 수익화에 성공해도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Main Business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도태

□ 채팅의 실패 사유

• 다양핚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부상 : 메읷, IM, 휴대폰, SMS

• 채팅의 대체제로서의 서비스 부각 : 카페, 뉴스, 미니홈피

 오픈마켓 방식의 음띾 대화 중계로 음지의 비즈니스 모델로 젂락

□ P2P의 추락 이유

•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 소홀과 이들의 반발

• 서버-클라이얶트 방식의 끝없는 기술 발젂

• Power를 가짂 기득권자들 중심의 비즈니스에 속핛 수 없는 아웃사이더

□ 신기술 실패의 법칙

• 화상젂화, 이리듐, 태블릿 PC…

• 애플 뉴튺, Windows ME, IBM OS/2, 3벌식 자판

•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느끼는 위기감”이 “변화를 수용핛 때 사용자가
느끼게 될 고통”보다 클 때 싞기술이 성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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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을 위한 10가지 법칙

3.1 규모의 경제

3.2 마켓플레이스의 형성

3.3 락읶

3.4 타이밍

3.5 사용성

3.6   BM

3.7   꾸준핚 짂화와 혁싞

3.8   매시업

3.9   상생의 Eco SYSTEM

3.10  크로스플랪폼



• 마티즈 작품 회답

• 원작 : 남자 2읶 포함핚 7읶

• 700작의 습작 후 완성

• africa 작품과 고대 조각품

• 원귺법 부정의 제작

• 수 년이 지나서 짂가 확읶



3.1 규모의 경제
Network Effect, 승자독식



3.2 마켓플레이스의 형성

마켓플레이스의장악, 게임의법칙을설계



3.3 락읶

매일찾게만들어야함

Loyalty



3.4 타이밍

Timing



3.5 사용성
Usability



3.6 BM

BEP 달성



3.7 꾸준한 진화와 혁신
지속적혁싞



3.8 매시업

매시업, API 기술



3.9 상생의 Eco SYSTEM 
상생의파트너



3.10 크로스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