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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① 플랫폼별 콘텐츠 확보 움직임

국내외 OTT 플랫폼들이 전통적 콘텐츠 유통 모델에서 탈피하며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출시함.

▶ 유튜브 프리미엄

- 유튜브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구독료를 받는 대신 광고 없이 콘

텐츠를 제공함. 

- 국내에서는 k-pop 관련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로 제공 중임. 

[표 1] 2018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콘텐츠명 장르 방영시기

방탄소년단 : 번 더 스테이지 다큐멘터리 2018.5.

권지용 액트 Ⅲ : 모태 다큐멘터리 2018.9.

탑 매니지먼트 드라마 2018.10.

▶ 넷플릭스

- 넷플릭스는 11월 말부터 LG유플러스의 인터넷TV 셋톱박스에 기본 

탑재될 예정임. 

- 지난 11월 8일 개최한 ‘넷플릭스 See What’s Next : Asia’ 기조연

설에서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내년부터 한국의 동영상 콘텐츠를 

대거 쏟아낼 예정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콘텐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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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2019 넷플릭스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콘텐츠명 장르 방영시기

범인은 바로 너 예능 2018.5.

유병재 B의 농담 드라마 2018.8.

YG전자 예능 2018.10.

라바 아일랜드 애니메이션 2018.10.

킹덤 드라마 2019.01.

좋아하면 울리는 드라마 2019 예정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드라마 2019 예정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예능 2019 예정

(출처 : 김민선, ZDnetKorea, 2018.10.23.)

▶ SK브로드밴드 옥수수

- 옥수수는 올해 13종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함. 

- 해당 콘텐츠들은 옥수수에서 독점적으로 유통되기고 하지만, 복수 

OTT채널이나 TV 채널에 함께 편성되기도 함. 

[표 3] 2018 옥수수 오리지널 콘텐츠

콘텐츠명 장르 방영시기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2 예능 2018.1.

이런 꽃같은 엔딩 드라마 2018.1.

시작은 키스 드라마 2018.1.

LALA 드라마 2018.2.

숫자녀계숙자 드라마 2018.3.

오목소녀 드라마 2018.5.

엑소의 사다리타고 세계여행

첸백시 일본편
예능 2018.5.

Never Sleep 나다x명미나 예능 2018.6.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3 예능 2018.8.

독고 리와인드 모바일 무비 2018.9.

차트보 GO 예능 2018.9.

매번 이별하지만 우린 다시 사랑한다 드라마 2018.10.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드라마 2018.11.

(출처 : 김민선, ZDnetKorea,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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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올레TV모바일

- 올레TV모바일은 iMBC ‘해요TV’와 CJ ENM ‘다이아TV’와 손잡

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독점 공급하기 시작함. 

- 올레TV모바일은 올해 총 18종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했으며, 옥

수수의 전략과 같이 올레TV모바일에만 독점적 유통은 물론 복수 

OTT채널이나 TV 채널도 함께 편성중임.

[표 5] 2018 올레tv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 

콘텐츠명 장르 방영시기

아미고TV 시즌2 아이돌 예능 2018.1.

마마무의 운수 좋은날 아이돌 예능 2018.2.

다르게 적히는 연애 드라마 2018.2.

나의 개같은 연애 드라마 2018.5.

아미고TV 시즌3 아이돌 예능 2018.5.

워너트래블 아이돌 예능 2018.6.

저스피드 레이싱 예능 2018.7.

아이콘 심쿵 청춘여행 아이돌 예능 2018.7.

데뷔하겠습니다 아이돌 예능 2018.7.

방과 후 연애 시즌2 드라마 2018.7.

두부의 의인화 드라마 2018.7.

느껴, 지니 시트콤 2018.8.

젝스키스 찌워크 심쿵 나이샷 아이돌 예능 2018.9.

아미고TV 시즌4 아이돌 예능 2018.10.

짝사랑 전세역전 드라마 2018.10.

외 다수

(출처 : 자체조사, 2018년 11월 기준)

▶ Pooq (푹)

- 기존 방송 프로그램들의 다시보기 콘텐츠를 주로 제공 중이나 지난 

11월 1일 첫 오리지널 드라마 ‘넘버식스’를 제작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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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랫폼별 관련 이슈(2018.07 이후)

▶ 유튜브

키워드 세부내용

조회 수 부풀리기

(페이크 뷰) 

§ 다른 소셜미디어처럼 유튜브에서도 인위적인 조

회 수 부풀리기가 횡행하고 있음. 

§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지만, ‘데부미닷

컴’ 등 관련 사이트가 수백 개에 달할 정도임.

§ 기사 참고 : 김현재(2018.08.13.), 유튜브 조회수 

부풀리기 ‘페이크 뷰’ 극성, 연합뉴스

건너뛰기 불가 

광고 도입

§ 창작자들이 동영상 시작 전 ‘건너뛰기’ 할 수 

없는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함. 

§ 기존에 일부 파트너들만 이용 가능했던 해당 기

능을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

정하였고, 이번 정책변경으로 제작자에게 더 많

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됨. 

§ 관련 기사 : 이가영(2018.08.26.), 유튜브 ‘건너

뛰기 불가’ 도입… 광고 20초로 늘어난다, 중

앙일보

유해콘텐츠 논란

§ 가짜뉴스, 선정적·폭력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

텐츠에 대한 심의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음. 

§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의 실

효성 문제와 해외 플랫폼으로서 국내 규제의 대

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

고 있음.

§ 관련 기사 : 조문희(2018.10.02.), ‘빨간 콘텐

츠’난무하는 유튜브, 시사저널

유튜브 서버 에러

§ 2018년 10월 17일 오전 유튜브 사이트에서 장애

가 발생함. 관련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순위가 화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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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 그 이유는 세대별 검색어 순위가 판이하게 달랐

기 때문임. 

§ 10대는 1~5위까지 전부 ‘유튜브 장애’기사, 

20대는 5개중 2개 순위, 30~50대는 순위권 밖을 

기록.

§ 관련 기사 : 구본권(2018.10.21.),‘유튜브 장애’

가 드러낸 ‘세대 차이’, 한겨레

저작권 논란

§ 유튜브에서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

이 급증하며 작년 이후 26만건을 기록함.

§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979건의 66배에 달하는 수준임.

§ 관련 기사 : 최현석(2018.10.25.), 유튜브 저작권 

위반물 2년간 26만건...네이버, 다음의 66배, 연

합뉴스

키워드 세부내용

페이스북 워치 

전세계 출시

§ 8월 30일 ‘페이스북 워치’전세계에 서비스됨.

§ ‘페이스북 워치’는 TV방송이나 실시간 라이브 

영상,   VOD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튜브, 넷플

릭스와의 경쟁을 위해 출시됨.

§ 관련 기사 : 이현수(2018.08.30.), 페이스북,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공개...국내외 기업 경쟁 심화될 

듯, 전자신문

광고 부풀리기 

관련

§ 페이스북이 광고주들을 유인하기 위해 ‘비디오 

평균 체류시간’을 부풀림.

§  통상 ‘총 시청 시간’을 ‘비디오를 본 사람의 

수’로 나눈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비디오 평

균 체류시간’을 ‘총 시청 시간’을 ‘비디오를 

3초 이상 본 사람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광

고주들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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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

§ 관련 기사 : 이성규(2018.10.29.), 페이스북 ‘광고 

부풀리기’가 터뜨린 비극, 블로터

개인정보 위협 

노출

§ 사이버공격에 의해 5000만 사용자 계정이 위협에 

노출됨. 

§ ‘내 프로필 미리보기’ 기능 관련 취약점을 악

용해 공격한 이번 위협을 페이스북은 9월 25일 

발견하여 긴급조치와 예방조치에 들어감.

§ 관련 기사 : 유세진(2018.09.29.), 페이스북 또 해킹

당해...5000만개 사용자 계정 털려, 뉴시스

키워드 세부내용

오디오 콘텐츠 

시장 진입

§ 10월 출시된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 ‘팟프리

카’는 AJ(오디오 방송 진행자) 콘텐츠에 기반하

였으며, 아프리카TV의 기부경제 시스템을 동일하

게 적용함. 

§ 선물을 받은 AJ가 목소리로 댓글을 남기는 ‘AJ

리플’ 기능을 도입하며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마

련함.

§ 관련 기사 : 이정민(2018.10.04.), 아프리카TV, 오

디오 콘텐츠시장 도전…팟캐스트 앱 ‘팟프리

카’출시, 조선비즈

아시안게임 

생중계

§ 2018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중계로 3Q 영업이익 74억 4천만원 달성, 

전년 대비 52.1%상승함.

§ 관련 기사 : 조한울(2018.10.31.), 아시안게임 중계

한 아프리카TV, 3분기 영업익 74.4억원…전년대비 

52.1%↑,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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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TV

□ 규제/정책 

① 콘텐츠 관련

▶ 먹는방송

- 7월 24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주재로 열린‘국민건강증진정책심

의위원회’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함.

-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키워드 세부내용

육아 콘텐츠 

강화

§ ‘부모i’ 주제판을 통해 교육부가 제작한 놀이 

교육 관련 콘텐츠를 서비스함.

§ 네이버의 오디오 플랫폼 ‘오디오클립’에서도 

부모들을 위한 ‘기지별 아이 심리’, ‘아들 육

아법’ 등 육아콘텐츠 콘텐츠가 인기임.

§ 관련 기사 : 권도연(2018.08.17.), 네이버, 초보 부

모 위한 육아 콘텐츠 강화, 블로터

블로거 출신 

유튜버의

네이버TV 비난

§ 네이버TV에서 유튜브로 채널을 옮긴 한 크리에이

터가 네이버TV는 콘텐츠 생산자에게 정당한 보상

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함. 

§ 이는 플랫폼 경쟁력 하락과 이용자 이탈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 밝힘.

§ 관련 기사 : 강미혜(2018.11.13.), 블로거 출신 유

튜버의 돌직구 “네이버는 침몰하는 배입니다”, 

TH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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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주요 내용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대책을 

마련

- 이 중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항목의 세부방

안중 하나로 제시된‘먹방 등 폭식조장 미디어(TV·인터넷 방송 

등)·광고 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큰 

이슈가 되었음.

- 먹방 규제에 관한 찬/반측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찬성 반대

§ 시청자뿐만 아니라 방송인

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필

요한 규제임.

§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모니

터링은 반드시 필요함.

§ 지상파, 1인미디어 할 것없

이 먹방 관련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음.

§ 시청 이유 등 문제의 근본

을 파악하지 못한 규제임.

§ 실효성이 없음.

  

- 이번 규제가 발표된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보임.(두잇서베이, 2018.08) 

§ 즐겨보는 개인 방송 장르 – 먹방(64.9%), 뷰티(39.2%), 게임(38.0%), 

음악(32.3%), 토크(31.3%)

§ 먹방 시청 이유 – 재미(60.4%), 대리만족(57.6%), 외로워서(12.6%), 

식욕증진목적(10.1%), 기타(5.3%)

§ 시청 플랫폼 – TV(65.7%), 개인인터넷방송(53.1%), SNS·커뮤니티

(52.2%)

§ 정부 먹방 규제에 대한 의견 – 반대(44.4%), 찬성(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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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엠브로’는 자신의 방송을 보며 다

이어트에 성공하거나 투병생활을 이겨낸 사연들을 소개하며 이번 규

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그림 1> ‘먹방’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시청자 메시지

(출처 : 최지원, 매일경제, 2018.07.27.)

<그림 2> 먹방 규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출처 : 두잇서베이,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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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방송

- 7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에 

의해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이 ‘이용정지’시정요구를 받았

으며,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게는‘자율규제 강화’권고가 내

려짐.

- 세부 시정요구 및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

자 11명(15일간 이용 정지)

§ 노출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 의지

를 보인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7명(이용정지 10일)

§ 인터넷방송사업자(자율규제 계획 및 진행자 교육 강화 방안 제출)

-  2016년 10월 여가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들이 음란영상물을 접하는 경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27.6%)에 이어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19.1%)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이전부터 지속되어 옴. 

- 포털이나 동영상 사이트뿐만 아니라 SNS 역시 음란물 유통에서 자유

롭지 못함. 윤상직 의원실에서 지난 국감 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각 SNS별 음란물 신고 건수(2014~18년 합계)는 텀블러 118,539건, 트

위터 32,266건 등으로 집계되었지만 사실상 신고 되지 않은 게시물

이 더 많음. 

-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유튜브, 텀블러, 페이스북 등이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만연한 와중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부의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 업계 및 사용자들의 우려를 커지게 하

고 있음. 

- 이와 같은 음란물 유통 문제에 대응하고자하는 정부의 주요 움직임

은 아래와 같음.

§ 방통위, 텀블러 본사와 원격 화상회의 진행, 자율 규제 요청 협의 

및 규제기준 차이 해결방안 모색(2018.07.22.)

§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예정)(2018.07.27.)

§ 방통위, 음란 정보 유통 사실을 인지한 통신 사업자에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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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2018.09.27.) 

§ 과기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 활용 음란물 분석·검출 기

술 개발 중(2018)

<그림 3> 유해 콘텐츠 신고 현황

(출처 : 윤상직 의원실, 2018.10)

▶ 성차별 방송 

- 10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

과 자율규제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온라

인상에서의 성차별 표현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을 밝힘.

- 상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발

제 중 제시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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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 유형 – 적대적 방송(46.7%), 여성 정책 및 운동 비판

(14.2%), 여성 비하(11.24%), 성적 대상화(10.7%)

§ 플랫폼 별 성차별 유형 – 유튜브(사실 왜곡 기반 적대적 방송), 

아프리카TV(희화화에 기반한 성적 대상화)

    <그림 4> 유튜브/아프리카TV 개인방송의 성차별 유형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10.16.)

- 윤지소 박사는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적 규제를 받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동자율규제안도 마

련되어 있지만, 성차별성 콘텐츠를 규제 내용에 명시한 사업자가 없

다고 말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 여가부에서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

구(KISO) 등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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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랫폼/기업 

▶ 국내기업 강화 목소리 및 움직임  

- 한국언론학회는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의 국내 진출에 따른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OTT기업의 대응 방안 방안을 제시함. 

- 발제자로 나선 3인의 주요 발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발제자 발제내용 요약

김성철 교수

(고려대학교)

§ OTT 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은 절대적이

며, 기존 방송규제를 OTT에 적용하는 것

은 불가능함. 

§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보다는 국내 

OTT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음. 

곽규태 교수

(순천향대학교)

§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기반 서비스는 동

등한 경쟁 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정부 개

입을 통해 경쟁체제 유도가 필요하며, 글

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 방안을 강

구해야 함.

홍석경 교수

(서울대학교)

§ 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과 달

리 인터넷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공간이

며, 새로운 제작 방식 등을 통해 여러 영

향을 미칠 것. 

- 학계의 주장처럼, 국내 OTT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자 오리지

널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음.

▶ 국내 ICT 기업 역차별 해소 범정부 협의 

- 10월 글로벌 ICT 기업과 국내 ICT 기업 간 역차별 실태를 주제로 과

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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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비공개 대책회의가 열림. 

- 대책회의의 주요 내용 등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ICT 기업 현

황 및 이슈, 역차별 실태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외 ICT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대응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음.  

  

[표 7] 국내 ICT 기업이 받는 역차별

구분 기준 국내 기업 외국 기업

앱 마켓 

결제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 카드번호 

보유 금지

앱 구매 때마다 

카드번호, 유효 기간 

등 입력

첫 거래 인증 후 

추가 절차 없음

불법 

음란물

부가통신 사업자 

대상 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화법 

추진

대다수 국내 인터넷 

기업 부가통신 

사업자 포함됨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부가통신 사업자 

아님

개인 정보
강력한 

감시·감독
국내 법 준수

해당 국가 법, 

내규 우선

검색 

결과·광고 

구분

음영 처리 요구
PC 음영 처리 완료, 

모바일 적용 중

규제 열외, 회사 

정책에 따라 

설계

법 집행력 

차이

불법 콘텐츠 

심의·시정 요구

문제 발생 시 즉각 

집행

권고할 뿐 법 

집행 사례 

극소수

통신망 

사용료

통신사에 

망사용료 지불

 막대한 망사용료 

지불

페이스북 등 

망사용료 지불 

X

조세 서버 거점 기준 과세 대상
서버 해외 위치

과세 대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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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ICT 기업이 받는 역차별

(출처 : 동아닷컴, 2017.10.11.)

- 이런 역차별 해소를 위해 11월 6일 국회에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

로벌 정보통신(ICT)기업들의 국내 사업자간(B2B) 거래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됨. 

<그림 4> 정보통신(ICT) 역차별 해소를 위해 발의된 법안

 

(출처 : 국회, 2018.11)

▶ 통합방송법 논의

-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에서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등이 공개됨.

- 공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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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정안 주요내용

§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을 통합·반영

한 ‘방송 관련 법체계 정비' 

§ 유료방송 사업 및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분류 및 

인허가 체계 개편

§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부여 

§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의 다양성 보장 

§ 공정경쟁 촉진과 금지행위 보완 

<그림 5> 방송관련 법체계 변화

  

(출처 : 김성수 의원실, 2018.08)

- 통합방송법은 기존 사업자 분류체계를 방송역무와 사업, 사업자의 순

서를 고려하여 전송플랫폼과 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

종 분류함. 

- 이 날 공청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큰 틀에서 통합방송법 필요성에 동

의했으나, 방송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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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통합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분류체계 변화

(출처 : 김성수 의원실, 2018.08)

 

③ 기타 이슈 

▶ 가짜뉴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0월 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방안을 발표함. 

- 이번 대책에는 인터넷 허위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법으로 두겠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제작·유포자에게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정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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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주요 처벌 사례 

(출처 : 현소은·고한솔, 한겨레, 2018.10.16.)

-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03, 성인 1,084명 대상)

§ 올해 가짜 뉴스를 받아보았다 : 32.3%

§ 접하는 주요 매체 : PC/스마트폰(76.3%), 신문/TV(9.1%)

§ 접하는 주요 앱 :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39.7%)

§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가려낸 응답자 : 1.8%

▶ 중국 게임 방송 규제

- 9월 26일, 중국에서 트위치가 접속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커졌음. 웹브라우저와 앱을 통한 트위치 접속차단 뿐만 아니라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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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에 트위치 앱이 사라지기까지 하는 등 접속 창구 자체가 막

힘. 

- 기존에는 느린 속도로 인해 인기가 많지 않았던 트위치는 아시안게

임 e스포츠 중계로 큰 인기를 얻으며, 애플 중국 앱스토어 무료 어

플리케이션 3위까지 기록.

- 트위치 접속차단 조치는 외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고 분석이 되기

도 하지만, 게임 규제의 연속선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  

□ 커머스

① 이커머스 참여기업 증가

▶ 인스타그램

- 전세계에 약 7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6월부

터 국내 계정에서 쇼핑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됨.

- 인스타그램 쇼핑은 인스타그램 내 게시된 사진 속의 제품을 터치하

면 상품의 가격이 적힌 태그가 뜨고, 이 태그를 클릭시 판매 쇼핑몰

로 연결되는 구조임. 

▶ 구글

- 5월 구글이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의 

이커머스 사업 진출 가능성이 화두가 되었음. 

- 구글코리아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미국 본사 주도로 

이커머스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을 밝힘. 현재 검색을 

포함한 어떤 기능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 쇼핑 서비스 사이

트는 이미 제작되었음. 

▶ 롯데

- 8월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이하 본부)’를 공식 출

범하며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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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는 2020년 3월까지 유통 7개사 온라인 서비스 통합작업을 통해 

하나의 쇼핑앱 ‘롯데 원 앱(가칭)’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힘. 

▶11번가

- SK플래닛에서 분사하며, 외부 투자급 5,000억원을 확보한 11번가도 

이키머스 시장 확대에 대한 투자 발판을 마련함. 11번가는 ‘AI기

술’에 기반한 오픈마켓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카카오

- 카카오톡 서비스에 ‘쇼핑하기’라는 오픈마켓형 서비스를 베타 버

전으로 제공 중이며, 소셜커머스 기업 코리아센터에 인수 의사를 타

진함. 

- 또한, 카카오는 12월 커머스 사업을 ‘카카오커머스’로 분사하고 공

식적으로 사업범위 확대 계획을 밝힘.

▶ 네이버 

- 국내 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보유한 네이버는 O2O서

비스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바탕으로 한 커머스 사업 확대 계획.

- 또, 신규창업자의 비용적 부담을 줄여주는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

그램’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퀵에스크로 프로그램(가칭)’을 도

입할 계획임.

②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총 매출액, 성장그래프 등)

▶ 총 거래액

- 2017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총 거래액은 91조원이었으며, 2018년 

100조원 규모를 돌파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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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쇼핑 거래액

- 2017년 기준 47조 8,360억원(전년도 대비 34.6% 증가)

▶ 업체별 영업이익

- e커머스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적자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적자구조에 대해 경성대 김종호 교수는 심화된 경쟁에 의

한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분석함.

[표 9] 주요 이커머스 업체별 영업이익
(단위 : 억 원)

업체명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베이코리아 9,518 623 397

11번가 9,916 -2,497 -5,137

쿠팡 26,846 -6,389 -6,735

위메프 4,730 -417 -476

티몬 3,572 -1,153 -1,205

(출처 : 장한서, 미디어SR, 2018.09.20.) 

□ 콘텐츠 

① 키즈 콘텐츠 강세

▶ 키즈 콘텐츠 시장의 성장

-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여가 

활동 및 교육을 위한 인터넷/모바일 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키즈 대상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임.

- 10세 미만 유아동의 83%가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으며, 하루 1회 이

상 이용하는 비중도 73.1% 수준으로 키즈 콘텐츠에 대한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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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및 미디어 채널 주 이용시간

(출처 : KB경영연구소, 2018.07.11)

▶ 통신사들의 ‘키즈 콘텐츠' 강화

- IPTV 3사가 잇따라 키즈 콘텐츠를 강화하는 추세임. 인공지능과 증강

현실 등을 이용해 직접 동화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교육업체와의 제휴, 자체 콘텐츠 제작 비중도 

늘리고 있음. 

- 광고를 차단하고 부모 교육 콘텐츠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키즈 콘텐츠를 확보, 유통 중임.

<그림 9> IPTV 키즈 플랫폼 현황

(출처 : KB경영연구소,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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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콘텐츠 활약

▶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활약

 

-  K-POP의 위상을 널리 알린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국내 드라마, 영

화,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한 K-콘텐츠가 할리우드 시장에서 주목받

고 있음. 

- 국내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KBS2 '굿닥터'는 리메이크되어 현

재 미국 ABC 프라임 시간대에 시즌2 까지 방영 중임. 또한, 영화 '

부산행'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될 예정임. 

- 넷플릭스는 한국 애니메이션 '라바 아일랜드'를 전 세계 공개중이며 

애플 역시 한국계 이민자 가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 '파친코'를 제작

할 예정임. 

<그림 10> 미국 ABC 드라마 ‘굿닥터’

 

(출처 : 미국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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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① AI 

▶ AI 스피커

-  2014년 미국에서 출시된 ‘아마존 에코’를 최초로 애플, 구글, SK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AI스피커 시장에 진입함. 우리나라의 AI 스피

커 시장 규모는 약 300만대로 이번 연말 전 세계에서 5번째 큰 시장

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국내 AI스피커 이용률 1위는 KT의 기가지니(39%)이며, 그 다음으로는 

SK텔레콤의 누구(26%), 네이버 클로바(16%), 카카오 미니(12%) 순.(컨

슈머인사이트, 2018.07, 1,415명 대상) 

<그림 11> 국내 AI 스피커 보유 가구 수

    

(출처 : 통계청,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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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국내외 AI 스피커 현황

  

구분 업체 AI 특징

누구캔들 SKT SK 누구
무드등 기능, 

페라이트코어

기가지니2 KT 기가지니

IPTV 음성제어 기능

통신요금 월 

11,000원

프렌즈 플러스 

미니
LG U+

네이버 

클로바

U+우리집 AI 연동, 

케릭터 외형

클로바 웨이브 네이버
네이버 

클로바

네이버 검색 기능 

연동

카카오미니c 카카오 카카오i
카카오톡 연계 

서비스

샤오미 

AI스피커
샤오미 샤오아이 높은 가성비

갤럭시 홈 삼성 빅스비 미출시

홈팟 애플 시리 음향 품질

구글홈 구글
AI

어시스턴트

세계 점유율 2위

(약 30%)

에코 아마존 알렉사
세계 점유율 1위

(약 40%)

- AI스피커의 상용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보안 문제 : 호출 명령어를 탈취해 AI스피커로 도청 등의 악의적

인 행동을 취하는 ‘음성 하이재킹’의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

이 경고하고 있음. 또,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연구

진은 음악이나 음성 텍스트에 특정 명령어를 심어 AI스피커를 작

동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함.

§ 인식 오류 문제 : 최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부부

가 집에서 나눈 사적 대화를 아마존 에코가 녹음해 연락처에 저장

한 사람에게 멋대로 보낸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남. 이와 

같은 명령어 인식 오류 문제도 우려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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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터

 MCN 산업 자율규제 관련 크리에이터 FGI 실행

▶ MCN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용역 ‘MCN 콘텐츠 유통현황 및 자율규

제 수립방안’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크리에이

터의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11일, 18일 총 2회 FGI를 실시함.

▶ 크리에이터 14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크리에이터들이 바라

보는 MCN 산업 자율규제는 다음과 같음.

▶ MCN 및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의 자율규제 필요성

- 자율규제 도입 찬성

§ 콘텐츠 규제를 정부가 하게 될 바엔 차라리 MCN 사업자가 자

율규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음. 

§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와 규제는 자율

규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 자율규제 도입 반대

§ 어떠한 형태의 규제든 인터넷 1인 방송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다고 보고 있음. 

§ 그리고 자율규제 논의 자체가 인터넷 1인 방송의 독창성과 다

양성을 도외시한 부분이라고 지적함. 

§ 1인 방송은 산업 활성화의 이유로 현재 규제보다 지원이 필요

한 유치산업이라는 의견도 밝힘.

 

▶ MCN 및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의 자율규제 실효성

- 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한 전망

§ 자율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었음. 

§ MCN 사업자나 크리에이터 모두 경제적 논리에 따라 콘텐츠 

제작을 선정적으로 전환하면, 필연적으로 자율규제 효과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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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힘. 

§ 또한 자율규제 기준을 모든 크리에이터가 인지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함.

-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플랫폼과 협력의 필

요성을 가장 많이 언급함. 

§ 이외에도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캠페인이 자율규제 인식

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음.

▶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 크리에이터들은 규제보다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크리에이터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온

라인 공간이 자정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었음. 

- 또한,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예비 크리에이터, 이용

자, 광고주 등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음.

▶ 콘텐츠 자율규제와 MCN 협회

- 자율규제 주체로서 MCN협회

§ 크리에이터는 자율규제 주체로 MCN 협회가 기능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았음. 

§ 협회가 MCN 사업자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까지 포함하는 기

구로 발전하여 인터넷 1인 방송 생태계 전반을 관장하고,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해주기를 희망함.

- MCN협회의 역할

§ 크리에이터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협회의 

역할에 주목함. 

§ 크리에이터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크리에이터들끼리 소

통의 장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이 인터넷 1인 방송 생태계의 자

정 활동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음. 



- 29 -

참고문헌

· 강동효(2018.11.06.), 한국판 '구글세' 이번엔 나올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317DRU7

· 강미혜(2018.11.16.), 블로거 출신 유튜버의 돌직구 "네이버는 침몰하는 

배입니다", 더피알뉴스,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3

· 구본권(2018.10.21.), ‘유튜브 장애’가 드러낸 ‘세대 차이’,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66719.html#csidxc326daf8f50a4089

e6fca7d1d8b6457

· 권도연(2018.08.17.), 네이버, 초보 부모 위한 육아 콘텐츠 강화, 

BLOTER, https://www.bloter.net/archives/317476

· 권혜정(2017.03.08.), 초등생도 10명 중 4명 '음란물 접했다' ,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2929752

· 김경진(2018.09.13.), ‘먹방’ 전성시대라는데…정부 규제에 대한 

생각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966648

· 김문기(2018.08.24.), OTT·1인미디어도 규제?… '통합방송법' 갈길 

멀다, 아이뉴스24, http://news.inews24.com/view/1120038?

· 김민선(2018.10.23.), 커지는 OTT 오리지널 콘텐츠 시장 비교해보니, 

ZDNetKorea,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023170419&lo

=zv44  

· 김봉기(2018.11.13.), 넷플릭스, 한국서도 ‘킹덤’세울까,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2/2018111204517.html?ut

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30 -

· 김용석(2018.09.26.), 중국, 게임에 이어 게임 방송까지 규제?, 더게임스, 

http://www.the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47

· 김현아(2018.07.28.), 인터넷 음란방송 송출 진행자 10일이상 

이용정지..가이드라인 만든다,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1446619279112&mediaCode

No=257

· 남도영(2018.05.29.), AI스피커 부른 '목소리' 훔친다…사생활 

침해·보안위협 '우려' ,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3329199

· 남혜연(2018.11.13.), [SS이슈①, 넷플릭스는 왜 한국 시장을 넘보나? 

결국엔 콘텐츠, 

스포츠서울,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00710#csidx72a237b1e

e40a34b66953815785918f ZDNetKorea,

· 노진호(2018.11.10.), '넷플릭스'의 아시아 굴기(倔起) 선언, 한국은 

잡아먹힐까,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112533

· 더사이언스타임즈(2018.08.14.), 유튜브도 조회 수 부풀리기 ‘페이크 

뷰’극성,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9C%A0%ED%8A%9C%EB%B8

%8C%EB%8F%84-%EC%A1%B0%ED%9A%8C-%EC%88%98-%EB%B6%80%

ED%92%80%EB%A6%AC%EA%B8%B0-%ED%8E%98%EC%9D%B4%ED%81

%AC-%EB%B7%B0-%EA%B7%B9%EC%84%B1

· 맹하경(2018.07.12.), “한국 AI 스피커 시장, 연말엔 세계 5번째로 커질 

것”,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121560757784

· 박가영(2018.10.21.), [빨간날]"클릭만 하면…" 음란물 홍수에 휩쓸린 

10대,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710365747031



- 31 -

· 박세원(2018.06.23.), ‘음란물 온상’ 된 텀블러, 한국 규제 협력한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64040&code=61141411

&cp=nv

· 박정훈(2018.07.03.), 구글·인스타그램, 이커머스 경쟁 예고 업계 ‘새 

판’ 만들어지나, company,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868

· 박정훈(2018.11.14.), 11월 이커머스 쇼핑축제, 쿠팡도 참전, company,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441

· 박지성(2018.10.25.), 글로벌기업 역차별해소 범정부협의 '킥오프', 

Etnews, 

http://www.etnews.com/20181025000393?fbclid=IwAR2HtHAH0IfPxASP8TJG

1gPNUzGjv2uQRrLRl-UmyiA6xQ2OSZE7TyxE-0o

· 사이언스 온고지신(2018.10.28),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해미디어 

검출한다, Etnews, http://www.etnews.com/20181026000410

· 신수정, 임현석(2017.10.11.), “구글-애플도 세금 내야”… 토종 IT기업 

‘역차별’에 화났다,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71010/86688079/1

· 안데레사(2018.10.17.), 가짜뉴스, 중대판단 적극수사 ‘1인 

미디어정조준’VS진보 진영 표현의 자유 억압,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95

· 양지원(2018.10.30.), [이슈+]韓콘텐츠 시대 열리나..영화부터 애니까지,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801

· 오경묵(2018.10.20.), '가짜뉴스 엄정대처' 방침... "정부, 헌법가치 훼손 



- 32 -

우려있다", 조선비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0/2018102001927.html

· 오수진(2017.03.29.), 국민 76% "진짜 뉴스 볼 때도 가짜 뉴스인지 

의심한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9/0200000000AKR20170329

049900033.HTML

· 이가영(2018.08.26.), 유튜브, ‘건너뛰기 불가’ 도입…광고 20초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915949

· 이건엄(2018.10.26.), [뉴스&굿즈] 이통3사 AI스피커, 3色 성능 

비교해보니...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822

6

· 이민정(2018.09.11.), AI스피커 시장, 얼마나 성장했나, 뉴시안,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6

· 이설(2018.10.13.), ‘엠브로 “먹방이 비만 조장? 내 방송 보고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사람도 자주 만났다”,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81013/92377663/1

· 이성규(2018.10.29.), 페이스북 ‘광고 부풀리기’가 터뜨린 비극, 

BLOTER, https://www.bloter.net/archives/323080

· 이은지(2018.10.01.), 네이버·카카오에 이어 구글까지...국내 커머스 

시장 ‘후끈’,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1001010000263

· 이재상(2018.10.16.), 진선미 장관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 대책 

마련할 것",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3452018

· 이정민(2018.10.04.), 아프리카TV, 오디오 콘텐츠 시장 도전…팟캐스트 



- 33 -

앱 '팟프리카' 출시,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4/2018100401092.html

· 이정현(2018.09.27.), "넷플릭스·유튜브, 규제보단 국내기업 강화로 

대응",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7/0200000000AKR20180927

089100005.HTML?input=1195m

· 이현수(2018.08.30.), 페이스북,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공개...국내외 

기업 경쟁 심화될 듯, 더기어 , ETNEWS, 

http://www.etnews.com/20180830000246

· 이현수(2018.09.23.), 계속되는 중국 게임규제... 이번에는 트위치TV, 

Etnews, http://www.etnews.com/20180923000015

· 이홍표(2018.04.11.), AI 스피커의 승자는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한경비즈니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

002&nkey=2018040901167000301&mode=sub_view

· 장한서(2018.09.20.), [폭풍전야 이커머스 시장 ①] 100조 시장의 성장과 

경쟁, 미디어SR,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96

· 전지현(2018.08.01.), 대기업 각축장 이커머스…'통합' 롯데 vs'전문화' 

11번가, 비즈트리뷴, http://biztribune.co.kr/news/view.php?no=67291

· 정두리(2018.10.14.), 국내 OTT "콘텐츠 차별화로 돌파구 모색", 

디지털타임스, 

· 정봉오(2018.07.27.), 정부, ‘먹방 규제’ 대책 

개발…‘벤쯔’·‘맛있는 녀석들’ 직격탄?,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80726/91233339/2



- 34 -

· 정선호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JungSeonho

· 조문희(2018.10.02.), ‘빨간 콘텐츠’ 난무하는 유튜브,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7723

· 조한울(2018.10.31.), 아시안게임 중계한 아프리카TV, 3분기 영업익 

74.4억원…전년대비 52.1%↑,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3109155103128

·최선윤(2018.10.17.), 네이버·카카오, 커머스 사업 대폭 강화...왜?,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7_0000444960&cID=13001&pI

D=13000&fbclid=IwAR1b4-sl3DWYeBBiFWRDbsOnyZakwke6O-Y6FjTTf5E

cY7lJ7iuo70fWByQ

· 최현석(2018.10.05.), 5년간 SNS 유해정보 71만건…도박 인스타, 음란 

텀블러·트위터,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4/0200000000AKR2018100417070

0017.HTML?input=1195m

·KB경영연구소, 키즈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금융서비스 사례

·표주연(2018.05.15.), 너도나도 이커머스 왜?...절대강자 없는 100조 

시장에 '눈독',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15_0000309051

·한고은(2018.10.16.), 인터넷 개인방송 사각지대…'성차별 콘텐츠' 

가이드라인 만든다,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617380519767

·한고은(2018.10.15.), 여가부, 16일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 현황 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510085542260

·한국인터넷진흥원(2018.04),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보고서> 



- 35 -

·현승은(2018.10,22), 처벌 강화되는 음란물유포죄...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하는 대신 전문적 도움받아라, 뉴스렙,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89

·홍수민(2018.10.25.), 유튜브 저작권 위반물 2년간 

26만건…네이버·다음의 66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63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