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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드라마인기로다시금주목

받는 웹툰 미생(未生)의 성공 배경에는

독특한 플랫폼 전략이 자리한다는 정보

기술(IT) 업계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끈다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손영훈홍원

균)가 최근 펴낸 보고서 드라마 미생을

통해본콘텐츠생태계와비즈니스기회

에 따르면 연구소는 미생의 근본적인 인

기 이유로 원작의 뛰어난 완성도와 드

라마 플랫폼에최적화된원작재현 등 2

가지를꼽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생은 단순히 인기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 성공을

거둔 다른 사례들과는 구분 지어 살펴봐

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생이라는 콘텐츠

의 성공은 멀티플랫폼(원소스멀티유즈

OSMU)과 더불어 트랜스 미디어 스토

리텔링이라는 차세대 플랫폼 전략을 구

사한데서찾을수있다는설명이다

우선 미생은웹툰 도서 모바일웹 케

이블 TV 캐릭터상품등다양한플랫폼

에서콘텐츠색깔을달리하는OSMU 전

략을 철저히 따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

다 실제로미생은 2012년부터 1년 반 동

안 포털 다음에 웹툰(조회 수 10억뷰)으

로 연재된 데 이어 단행본(판매량 200만

부)으로도 발간됐다 지난해 5월에는 미

생프리퀄이라는모바일영화로옷을갈

아입더니 급기야 10월에는 케이블TV

tvN의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드라마

는 케이블 방송임에도 본방송 평균 시청

률 6%를 웃돌았고 6회 방영 당시 이미

20회 광고 분량이 모두 팔리는 소위 대

박을터트렸다

보고서는 미생이 OSMU보다 더 진화

한개념인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 전

략을구사하고있어앞으로더많은비즈

니스모델을만들수있다고전망했다 이

개념은 미국의 미디어 학자인 헨리 젠킨

스가 제안한 것으로 플랫폼별로 별개의

이야기를 진행하며 결국 전체 이야기를

완성해나가는 콘텐츠 전략이다 배트맨

과 스파이더맨 시리즈 등 유명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은 이미 이 전략에 따라 전

편속편 번외편등을내놓고있다

미생은모바일영화 미생프리퀄에서

등장인물6인의과거를다뤘고드라마방

영중에도웹툰특별 5부작을통해 오과

장의 대리 시절 이야기를 담았다 내년

봄부터는영업2팀의독립이야기를풀어

낸 미생 2기가웹툰으로나올예정이다

보고서는 미생은각각다른플랫폼에

서 별개의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이들이

하나로 모여 미생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러한전략은 1차원적인단일

콘텐츠의 한계를 벗어나 콘텐츠의 수명

을 연장하고 더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확보해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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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환경에가상사물이나정보를합성해원래의환경에존재하는사물처럼보이도록

하는증강현실기술이모바일과만나면서새로운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오늘은증강

현실과관련된앱을소개한다

IKEA 간행물제작Inter IKEA Systems BV안드로이드

아이폰

이케아는 자사 가구 간행물을 앱으로 발행하면서 증강현실 기능

을탑재했다 마음에드는가구를발견하면자신의집에배치해보

고크기나위치를측정할수있어상품을구매하는데효율적이다

별자리표제작Escapist Games Limited안드로이드아이폰

휴대폰을하늘을향해들기만하면 GPS와연동해하늘의별자리

와별의이름을알려준다 특히증강현실기능을통해살아움직이

는듯한별자리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바나나로켓AR제작ThinkCube안드로이드 아이폰

웅진씽크빅 신나는과학그림책바나나로켓 책과연동하여책에

서는전부확인할수없는입체영상과음향효과로아이들에게과

학에대한흥미를키워준다

제공디자인주스

(대표정우주 tiger@designzooscom)

고객에게 홍보문자를 보낼 때 요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서비스를 지역 정

보통신업체가개발했다

거림(대표 박재영)이 최근 출시한 문

자혁명은 MMS(Multimedia Mes�

sage Service) 웹프로그램으로 고화질

의이미지문자를고객에게발송할때드

는요금이기존문자대행서비스(MMS의

경우150원)의 10분의1이되지않는12원

에 불과하다 출시되자마자 홍보문자를

자주 보내야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학

원골프장등으로부터인기를얻고있다

신개념문자서비스인 문자혁명은광

고효과가낮은텍스트보다눈에띄는 3

장의이미지로구성된다

웹프로그램과휴대폰을연동해 PC에

서만든이미지를휴대폰에서곧바로고

객에게발송할수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홍보업체가 문자

혁명을활용하면건당 12원에이런광고

문구와 내용 사진이 포함된 이미지를

발송이가능하다

한 달 동안 홍보문자 2만건을 전송한

다고 할 때 기존 서비스 대신 문자혁명

을 이용하면 이미지 홍보의 경우 연간

최대 333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거림측의설명이다

박 대표는 출시이후홍보에관심높

은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130곳이나 가

입해 활용 중이라며 광고시장이 온라

인에서모바일로넘어온만큼 문자혁명

을이용하면보다편리하고폭넓은홍보

가가능하다고말했다

거림은 전국지사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01036885907)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구글이음악포털 벅스 소셜커머스 쿠

팡 등이 담긴 2014년 최고의 앱 30선을

플레이스토어에공개했다

최근 구글이 공개한 2014년 최고의 앱

30선 명단에는 벅스 쿠팡 KM플레이어

등기존PC에서많이활용되던서비스보다

영화앱 왓챠 배달 음식 주문앱 배달의

민족 스마트택배 등모바일을겨냥해나

온 앱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눈

에띈다카카오톡의 사이버검열논란때

문에 인기를 끈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앱 어린이들에게큰인기를끈디즈니의겨

울왕국앱또한명단에이름을올렸다

구글코리아는 이번에 공개된 2014년

최고의앱 30선은 유럽쪽명단이공개되

면서 한국 명단도 함께 인터넷에 올라간

것이라며 앱 외에 게임 등 다양한 카테

고리별로광범위하고자세하게정리한명

단을내일공개할예정이라고밝혔다

구글이 발표한 2014 최고의 앱 30선은

다음과 같다 쿠팡플립보드플래쉬라이

트텔레그램비트벅스스마트택배매일

복부 운동빙글왓챠폴라리스오피스말

하는 개 토킹벤KM플레이어언니의 파

우치VSCO Cam만보기캠스캐너캠카

드눔워크겨울왕국핑크퐁토모키즈 아

일랜드원격제어용 팀뷰어호텔스닷컴

텍스트플러스TuneIn Radio딕셔너리

닷컴뽀로로전화배달의민족비트윈

임동률기자exian@

태블릿PC 역시 모바일 기능이 중시되

면서 LTE(롱텀에볼루션) 통신을 지원하

는 태블릿PC의 판매량이 매년 꾸준히 증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업체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태블

릿PC 가운데 LTE용 태블릿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증가한것으로추산됐다

또 내년 LTE 태블릿의 판매 비중은 올

해보다 3%포인트넘게오르면서처음으로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2010

년출시와함께 27%의판매비중을보였던

3G 태블릿은 LTE 상용화가전세계로확

대된재작년12%대까지추락한데이어올

해는 94%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SA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심화돼 2018

년에는 LTE 태블릿의 판매 비중이 약

23%로 3G태블릿(86%)의 2배를훨씬웃

돌 것으로 내다봤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

을 장악한 와이파이(Wifi)용 태블릿도

LTE태블릿에밀려 2018년에는68%대까

지판매비중이떨어질것으로관측됐다

와이파이 태블릿의 올해 판매 비중은

73%로지난해보다 44%포인트떨어졌다

연합뉴스

벅스쿠팡 구글 올해최고의앱 선정

플레이스토어에30선명단공개

LTE 태블릿PC 판매량 쑥쑥3G는 뚝

Wifi용 비중 점점떨어져

문자혁명으로MMS 보내면달랑 12원

기존의SMS광고서비스 거림의MMS광고서비스

광주업체 거림서 개발

고화질이미지 3장 구성

KT경제경영연구소 미생 인기분석보고서 펴내

웹툰TV 등 여러콘텐츠로다양한계층의팬확보

<웹프로그램>

에겐뭔가특별한것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