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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를 차세대 정부 모델로 상정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 모델인 웹툰플랫
폼의 성공요인으로부터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요소에 따라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플랫폼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의 강력한 포털사이트의 플랫폼 
기반에 구축되어 이용자를 모으기 용이하고, 로그인 없이 웹툰을 이용하는 등 플랫폼의 접근성을 제고 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에서 웹툰 무료제공으로 이용자를 모았고, PPS라는 수익모델을 통해 웹툰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연결시키는 등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산출물 생산 측면에서 웹툰 하단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웹툰제작에 영향을 끼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도 언제든 직접 웹툰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PS를 통해 2차 산출물 생산을 지원하여, 웹툰에 한정되
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네이버웹툰 사례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에 라 국내 플랫폼 정부의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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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ostulates that Government as a Platform(GaaP) could be a next generation 
government model, drawing activation strategy from success factors of webtoon platform by NAVER. It 
suggests success factors of Naver webtoon case based on three main components of platform strategy. 
First, in the aspect of platform infrastructure, Naver webtoon was established based on powerful portal 
site by parent company Naver and improved platform accessibility through using webtoon without 
login. Second, in the aspect of stakeholder engagement, Naver webtoon has offed webtoon at no cost 
and it has taken an intermediary role for supporting the stakeholders with PPS. Third, in the aspect 
of outputs production, Naver webtoon offered real time feedback from webtoon users that could affect 
webtoon production and established incubating system that allow users to create their webtoon. And 
due to PPS, it makes possible to various create second outputs based on webtoon, which can contribute 
to activating webtoon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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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요 선진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맞춰서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
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미래 정부상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7 지능형 정부기본계획, 2018년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2020년 디지털 뉴딜 등 최첨단 기
술을 활용한 유토피아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
만 최신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정부모델
과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요 ICT 선진
국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플랫폼 정부
(Government as a Platform)이다[1-4].

플랫폼 정부는 국민과 공공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
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오라일리 미디어의 Tim O'Reilly
가 제시한 차세대 정부모델이다. O'Reilly는 당시 최신 
기술에 해당한 web 2.0에 기반한 새로운 정부를 
Government 2.0으로 명명하고, 이를 플랫폼 정부로 지
칭하였다.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정부가 마련한 공공플랫
폼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산출물을 만
들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5-8] . 플랫폼 정부에서 정부는 플랫폼의 제공자인 동시
에 참여자로서, 시민 등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하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및 정책개발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2009년 미
국의 Obama 행정부는 시행한 Open Government 
Initiative는 연방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시민
들에게 개방하여 투명성 증진은 물론 이를 시민들이 활
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한 플랫폼 정부의 구현 사
례로 평가받는다[5].

한국의 경우 2013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제도적 
정비를 시작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지고, 광화문 1번가 및 도전 한국 등을 통해, 비 공
공부문 이해관계자들의 공공영역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2020년 COVID-19에 대응한 민관협력의 사
례로 평가받는 마스크 알리미 앱 개발 과정은 광화문 1
번가를 통한 시빅 해커(civic hacker)의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를 위한 마스크 재고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되었고, 이는 마스크 알리미 앱 
개발로 이어져 공적마스크 구매의 편의를 증진하였다[9]. 
하지만 여전히 플랫폼 정부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이
해관계자의 참여와 참여의 질적 제고는 미비한 것이 사
실이다[7].

기존 플랫폼 정부 관련 선행연구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
는 국내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한 국내 웹툰플랫폼의 성공사례를 통해 플랫폼 정부
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플랫
폼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웹툰 플랫폼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국내는 물론 
주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의 웹툰 플랫폼은 기존 출판만화시장에서 일본과 
미국과 비교하여 미비하였으나, 웹툰을 통해 한국이 디지
털 만화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10]. 
콘텐츠 플랫폼의 성공사례가 희박한 상황에서 웹툰 플랫
폼의 성공은 민간 비즈니스 모델만이 아닌 공공부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참여를 통한 웹툰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
져온 만큼 플랫폼 정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참조
할 요소가 많다.

웹툰플랫폼의 성공요인을 참조하는 것은 해외사례가 
아닌 국내 성공사례를 통해 국내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를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한
국형 플랫폼 정부 모델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 네이버웹툰을 중심으
로 성공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플랫폼 정부 구축에 활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플랫폼 정부의 개념 및 사례

플랫폼 정부는 플랫폼 비즈니스 개념에서 차용된 것으
로 플랫폼 정부의 이해를 위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략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생태계
에서는 플랫폼 제공자, 플랫폼 소유자 등의 플랫폼 내부
자와 플랫폼에 참여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생산하는 생
산자, 플랫폼에 참여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이용하는 소
비자 등의 플랫폼 외부자 등으로 구분된다. 플랫폼 비즈
니스에서는 참여자들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참
여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인하여 시장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11].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사례로 주로 제시되는 애플의 
앱스토어는 앱개발자와 수요자를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
고, 이는 다양한 앱 개발과 수요창출로 이어졌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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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에 주목한 O'Reilly는 플랫폼 정
부가 차세대 정부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플랫폼 정부를 
정부 내부 및 외부 사람들이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성과를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방형 플랫
폼으로 정의하고 있다[5].

플랫폼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사용자의 상호작용 확
대, 데이터 공유 증대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
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는 기존의 시민참여보다 적극적
인 프로슈머의 형태를 보이게 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정
부는 정부와 시민의 협치와 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12]. Masson은 플랫폼 정
부에 대한 네 가지 준비지수(readiness)를 제시하면서 
플랫폼 정부가 지녀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변화와 혁신의 사고방식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
서비스 전달에 대한 혁신이다. 셋째는 경제성장을 실현하
는 것이다. 플랫폼 정부는 기업체들이 플랫폼 경제의 기회
를 포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는 기술, 법·
제도, 신뢰 등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13].

플랫폼 정부의 효과에 대해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보면 
플랫폼 정부의 협력적 정책설계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
공과 같이 정부업무방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14]. 플랫폼 정부를 통해 정부는 시민들의 생산성, 의
사결정, 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플랫폼 정부는 
공공가치 향상에 기여한다[15]. 플랫폼 정부가 공공부문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이유를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
로 적은비용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플랫폼이 협
업에 따른 복잡성을 줄이며, 플랫폼이 접근성을 용이하고 
서비스 창출을 단순화시키기 때문이다[16]. 플랫폼 정부
는 시민 및 기업 등 민간차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 기회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의 효
과 등을 기대 할 수 있다[17].

플랫폼 정부의 구현 일부 연구는 통합시스템 혹은 웹
사이트 등을 구현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
한 접근은 플랫폼 정부를 설명하는 일부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플랫폼 정부의 개념에 대한 확립된 연
구는 없으나 다수의 플랫폼 정부 관련 문헌을 종합하면 
플랫폼 정부의 구현에는 지능정보기술과 같은 최신 ICT
의 활용, 데이터 개방, 이해관계자의 참여, 혁신적 산출물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7]. 

이러한 플랫폼 정부의 핵심 요소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Challenge.gov이다. Challenge.gov는 
미국 총무청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로, 다양한 연방정부
기관이 각 분야에 대한 정책문제를 제시하고, 대중에게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공모하여 선정될 경우 상금을 지급
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해당한다. 집단지성을 실제 
공공분야의 이슈 해결을 위해 활용하는데, 2010년 개설 
이래로 100개 이상의 연방기관에서 1,000여개의 도전과
제가 수행되었다. 도전과제의 유형은 분석, 디자인, 비즈
니스, 아이디어, 과학, 소프트웨어, 기술 등 7가지 유형으
로 구분되며, 각 과제는 이에 따른 유형 및 과제목표, 현
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Fig. 2. Challenge.gov 
Source: https://www.challenge.gov/

영국은 Fixmystreet은 2007년 영국 비영리기관인 
my Society에 의해 개발된 시민참여 정책플랫폼이다. 
지역 시민들이 지역 내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고하고 
이를 PC 및 모바일상에 지도기반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
게 되며, 이러한 신고사항은 지역별/현안별로 분류되어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가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Fixmystreet 플랫폼은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와 지자
체 공무원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다. 해당 플

Fig. 1. Players in a platform ecosystem 
Sources: van Alstyne et al.(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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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을 통해 지역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
왔다[18]. Fixmystreet은 공공부문이 구축한 플랫폼은 
아니나 시민과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플
랫폼 정부의 사례에 해당한다.

Fig. 3. Fixmystreet
Source: https://www.fixmystreet.com/

한국은 2017년 구축된 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가 있다. 광화문 1번가의 혁신제안톡은 제
안토론, 제안숙성, 정책반영의 단계를 거쳐서 국민의 제
안이 반영된다. 정책제안은 주제는 교육, 국토관리, 공공
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등 총 16가지의 분
류로 되어 있다. 정책제안을 통해 제시된 정책안건은 30
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게 되면, 제안숙성 단계
로 가게되고, 정책숙성 단계에서 숙성종료 후의 제안은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해당 안건의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상정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하여 2020
년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도전 한국’이라는 명칭으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해당 공모 시점
이 COVID-19가 진행 중인 시기여서 코로나 시기 소외
계층에게 마스크 배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
이 긴급공모 된 바 있다. 광화문 1번가에는 없는 인센티
브를 제공하여 2주기간이라는 단시간에 비교적 많은 공
모가 이루어졌다.

2.2 웹툰 플랫폼의 개념
웹툰은 인터넷의 웹(web)과 만화의 카툰(cartoon)을 

합친 신조어로, 2000년 천리안의 만화서비스인 ‘웹툰’이 
용어의 최초 유래로 알려져 있다. 웹툰은 세로의 긴 스크
롤 방식의 만화로,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웹툰
은 오늘날 한국 디지털 코믹스를 의미하는 용어로 현재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웹툰의 등장은 기존 출

판만화를 대체하고 미국, 일본 등 기존의 만화 강국에도 
웹툰이 진출하는 등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써 부상하고 
있다[19].

웹툰의 성공은 특히 웹툰의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전략이 웹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받는
다. 포털사이트의 웹툰 플랫폼은 2003년 다음의 ‘만화속 
세상’이 등장한 이후 각 포털사이트도 경쟁적으로 웹툰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현재에 이른다. 특히 포털사이트는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역량을 통해 다양
한 웹툰 창작자, 사용자, 광고주, 창조적 사용자 등 다양
한 참여자를 모으기 용이 하였다. 포털 중심의 웹툰이 콘
텐츠의 질적 저하, 창작자 간의 부익부 빈익빈 확대, 유료
만화 소비축소, 콘텐츠의 다양성 및 도전적 시도의 저해
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0]. 하지만 현재 대다수 
웹툰 서비스가 포털사이트의 웹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
고 있고, 또한 해외 진출 역시 웹툰 플랫폼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한 만화산업 조사에서, 전체 응
답자 2,577명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자들이 웹툰을 이용
한 플랫폼을 1,2,3 순위로 조사한 결과 네이버, 다음, 카
카오 등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웹툰은 포털사이트의 플
랫폼을 통한 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21].

Fig. 4. Main platform service for using digital 
cartoons

Source: KOCCA(2020)[21]

웹툰 플랫폼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플
랫폼 참여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웹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지도
록 한다는 것으로, 웹툰은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상품 전개가 가능한 One Source-Multi 
Use(OSMU)에 해당하기 때문이다[10, 19]. 이러한 웹툰
의 확장성은 개방형 플랫폼의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효
과로 인해 이해관계자가 증가할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증
대되기 때문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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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국내

의 웹툰 플랫폼의 성공에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
국은 플랫폼 정부를 도입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뛰어
난 ICT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UN 산하의 UNPAN 
(United Nations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의 
2020년 기준 국가 전자정부지수 2위에 해당한다. 하지
만 현재까지 전자정부와 같은 월등한 ICT 역량에도 불구
하고,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산
출물 생산에 있어서 한국은 미비한 편이며, 이는 공공과 
민간 모두 협업을 통한 경험이 적은 것은 물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 모델이 부재한 것을 주요 요
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7]. 

따라서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다수의 
플랫폼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간 비즈니스의 플
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참조 해야하는데, 대다수 플랫폼 
정부 관련 선행연구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제시하고 있다[5,22,23]. 
비즈니스 성공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체로 서구의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국내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웹툰 플랫폼은 국내의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도입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현재 웹툰이 콘텐
츠 산업의 주류로 부상한 만큼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에게도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웹툰 플랫폼 중에서도 현재 1순위에 
해당하는 네이버의 웹툰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네이버의 웹툰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점
유율 측면에서 웹툰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초기 
웹툰 산업의 후발주자로 시작하였음에도 현재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네이버의 웹
툰 플랫폼에 대한 문헌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요소를 도
출하고, 이를 국내 플랫폼 정부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플랫폼의 
핵심차원으로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 및 플랫폼 정부 선
행연구에서 도출된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플랫폼 인프라 구축으로, 플랫폼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분산된 개별시스템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플랫폼 정부는 Platform of Platforms로 지
칭되기도 한다[16]. 단일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공유가 원활해지고, 협력이 용이해지면, 이용자들도 하나

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6,7]. 플랫폼 인프라는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핵
심 기반으로, 본 절에서는 네이버웹툰의 상위 플랫폼인 
네이버 검색플랫폼을 다루고자 한다.

둘째는 이해관계자 참여로, 플랫폼의 성공은 이해관계
자가 많을수록 증가되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다. 따라
서 플랫폼 내에서 활동할 이해관계자들을 모으는 전략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전략으로 제시된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앱 개발 사례가 수많은 앱개발자와 이용자의 참
여를 통해, 기존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심의 소수의 앱
개발에서 참여자 중심의 앱개발 폭증으로 이어졌다고 평
가된다[11]. 이해관계자 참여의 확대는 플랫폼 설계자조
차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
람들의 참여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5-7]. 본 절에서
는 네이버 웹툰플랫폼이 웹툰 창작자 및 이용자를 유인
한 전략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는 산출물 생산으로, 이것은 플랫폼이 이해관계자
를 모으고,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다.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결합은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물론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5,8]. 네이버웹툰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웹툰
의 창작은 물론 웹툰에 기반한 새로운 신규 상품 및 콘텐
츠의 개발로 이어진 것과 같이 산출물 생산 측면에서 네
이버 웹툰 플랫폼의 성공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

Fig. 5.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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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른 연구모형은 Fig 5와 같다.

4. 네이버 웹툰플랫폼 사례 분석
4.1 네이버웹툰 개요

네이버의 웹툰서비스는 2004년 6월 처음 시작되었는
데, 야후가 제공한 출판만화 디지털 본인 ‘야후 카툰세
상’(2002년), 웹상에서 세로 스크롤 방식의 웹툰을 최초
로 제공한 다음의 ‘만화속세상’(2003년) 등과 비교하여 
후발주자에 속하는데, 다음의 유명 웹툰작가인 강풀을 통
해 입지를 굳혀나가는 상황이었다. 초기에 네이버웹툰은 
<마음의 소리>, <정글고> 등의 일상 유머 소재의 웹툰을 
통해 이용자의 확대를 도모하였다[10]. 점차 국내 웹툰시
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2014년 Line webtoon 서비스
를 출범하여 글로벌 웹툰 시장의 진출을 도모하였다. 
2017년 5월에는 네이버 내의 사업부서가 아닌 네이버의 
자회사로 네이버웹툰 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 사업체 실태
조사 보고서의 네이버웹툰이 차지하는 웹툰시장의 영향
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주요 웹툰플랫폼의 
트래픽 현황은 네이버웹툰이 65.1%로, 2위인 카카오 페
이지(15.6%)보다 네배 이상 많다. 2019년 기준 웹툰플
랫폼에 참여하는 전체작가수(독점 작가 수+비독점 작가 
수)의 경우 네이버는 봄툰(381명)에 이어 2위인 357명으
로 나타났으나, 실제 웹툰플랫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독점 작가의 수는 309명으로 2위인 레진코믹스
(15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플랫폼 중 가장 적극적
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Table 1과 같이 2019
년 기준 네이버웹툰(해외진출명은 라인웹툰)은 가장 많
은 웹툰 작품을 제공하고 있다[24].

Webtoon platform The number of webtoon works 
Linewebtoon 1.771

Lezhin comics 656
Toomics 577
Piccoma 235

Tappytoon 108
Total 2,363

Source: Kim et al.(2014)[24]

Table 1. The number of overseas webtoon works by 
platform in 2019

4.2 네이버 웹툰플랫폼의 성공요인
1) 플랫폼 인프라
네이버 웹툰플랫폼은 서비스 당시 국내 최대 포털사이

트인 네이버의 부가 서비스로 등장하여, 다음 등 타 웹툰
플랫폼과 비교하여 후발주자였으나 이미 다양한 이용자
를 보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 기반 위에 구축되었
다. 국내 주요 사이트의 트래픽 현황을 보여주는 인터넷
트랜드(http://www.internettrend.co.kr/)에 따르면 
국내 검색엔진 기준 네이버는 2021년 3월 점유율 
54.27%로 이어서 구글 40.73%, 다음 2.97%로 나타났
다. 검색엔진으로써의 네이버의 위상은 현재 다소 약화 
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색엔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
재는 검색엔진 외에도 콘텐츠 영역에서 네이버의 영향력
이 확대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면서, 네이버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플랫
폼 운영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스
편집 권한 및 검색어 트랜드 등과 관련된 이슈는 네이버
의 포털권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또한 연재 종료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연재 중인 웹툰을 로그인 없이도 구독이 
가능하여, 이해관계자의 접근 용이성을 위해 플랫폼 인프
라가 갖춰야 할 개방성을 충족하고 있다. 온라인 활동의 
핵심이 되는 포털사이트라는 플랫폼이 가진 특성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으고, 네이버웹툰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것이 플랫폼 인프라 측면에서 네이버웹툰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 이해관계자 참여
기존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후광이 네이버웹툰의 이용

자를 모으는데 기여하였으나, 네이버 웹툰플랫폼의 유지
와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플랫폼의 영향력만으로는 한계
가 있다. 네이버웹툰이 네이버의 독자적인 자회사로 독립
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네이버웹툰만의 독자적인 웹툰생
태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그 핵심은 웹툰 이용
자 만이 아닌 웹툰 창작자, 기타 사업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네이버웹툰으로 유도한 것이다.

첫째, 이용자를 유도하기 위한 웹툰의 무료제공이다. 
네이버웹툰은 부분 유료화된 콘텐츠도 있으나 기본적으
로 요일별로 매주 제공되는 웹툰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
공된다. 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반의 웹툰플
랫폼의 핵심 요소로 웹툰의 무료제공을 통한 자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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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트래픽을 증가시켜 광고수익의 확대를 도모하
는 프리코노믹스(freeconomics) 모델에 해당한다
[10,25]. 이러한 전략은 실질적으로 웹툰생태계의 활성화
와는 괴리가 있고, 또한 웹툰의 무료제공이 웹툰의 유료
화를 억제하여 콘텐츠의 질적 저하, 웹툰 창작자의 수익 
약화 등의 비판도 적지 않다[10,26]. 하지만 무료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증가와 이로 인해 콘텐츠의 확대라는 선
순환 구조와 플랫폼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
다[10]. 웹툰 무료제공은 기존에 산재 되어 있던 웹툰 창
작자, 독자를 웹툰플랫폼으로 유도하여 상호작용을 유도
하고, 다중시장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다[27].

둘째, 웹툰플랫폼 내의 매개자(intermediary)로서의 
역할이다. 기존의 출판만화의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매
개자가 만화출판사였다면 웹툰의 매개자는 포털플랫폼에 
해당한다. 특히 웹툰플랫폼의 매개자는 기존 출판만화의 
관계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연결하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다[25].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실패 사례의 상
당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관리에 미비하여, 
결국 이용자는 유인하였으나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1]. 따라서 플랫폼 참여자들이 플랫
폼 운영자가 의도한 방향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수평적 관리 혹은 지원자적 역할이 요구
된다[5]. 네이버웹툰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
기 위해 특히 웹툰 창작자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전략
을 활용하였다. 네이버웹툰은 자체 개발한 Page Profit 
Share(PPS) 프로그램을 수익모델로 활용하는데, PPS는 
웹툰 제작자에게 광고, 유료판매, Intellectual 
Property(IP) 활용 등의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웹툰 전용광고, 콘텐츠 유료판매(미리 보
기, 다시 보기 등), 웹툰 파생상품 판매지원(IP 활용사업)
등이 포함된다[10]. PPS는 단순한 수익모델 확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Page view 기반 수익모델은 기
존에 선점한 창작자들의 웹툰이 높은 트래픽과 페이지뷰
에 따른 높은 광고료로 인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신예 창작자는 초기에 트래픽이 높지 않아 수익을 창출
하기 어렵고, 결국 웹툰플랫폼을 이탈하여 장기적으로는 
웹툰생태계에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PPS의 다양한 
수익모델은 신예 창작자의 수익을 보장하여 보다 많은 
잠재적 창작자를 유도하고, 웹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20]. 네이버웹툰 측은 PPS의 도입을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를 근거로 언급하는데, 이는 단순히 네
이버웹툰 회사의 수익 창출보다는 웹툰생태계의 유지 및 
발전을 우선시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되었음을 의

미한다. 초기 웹툰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용
자를 모으기 위해 무료콘텐츠 전략을 활용하였으나, 일정
수준 웹툰플랫폼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콘텐츠 생산자의 역할이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특
히 콘텐츠 생산자에게 있어서 수익이라는 동기부여가 핵
심이 되기 때문에 PPS를 도입하여 웹툰플랫폼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28].

PPS  Page view

- Providing various profit 
model

- Guaranteeing profit for 
new creator

- Maintaining webtoon 
ecosystem

- Only existing creators could get 
high profits based on hight traffic 

- Due to low traffic, new creators 
could leave the webtoon 
platform

- Hindering webtoon ecosystem

 Source: Author summary based on Park.(2014)[20] 

Table 2. Comparison of PPS and Page view

네이버웹툰의 PPS는 웹툰 창작자들이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웹툰의 수익모델을 다변화하여, 웹
툰 창작자들이 웹툰게재료 만이 아닌 다양한 인센티브를 
획득하도록 지원하였다. PPS는 특히 일반적인 콘텐츠 제
공자, 이용자의 관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다면시장으로 
연결시킨다는 평가를 받는데, PPS를 통해 웹툰 창작자가 
기존에는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이해관계자와의 연결을 
가능케 하였다[10,25]. 플랫폼전략의 특징은 장(場)을 통
해 기존의 연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서로 흩어져
있던 주제들을 연결시켜 이들 간에 상호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한다는데 있다[6]. 구체적으로 PPS
는 플랫폼에서 각 주체들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
는데, PPS의 다양한 수익모델 추구방식이, 다양한 부문
과의 연결을 가져오고, 이는 웹툰생태계의 확장을 가져온
다. 이에 따라 웹툰생태계는 보다 다변화되고, 웹툰생태
계 만이 아니라, 웹툰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도 독립성
을 지닌 모듈화되면서 각각의 생태계를 이루는 복잡성을 
지닌 형태로 진화한다는 것이다[28]. 한편 웹툰플랫폼의 
수익모델 다변화는 웹툰 콘텐츠 자체보다 2차 저작권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나타나
고 있다. 미국의 마블엔터프라이즈(Marvel Enterprises)
는 만화 콘텐츠 자체 보다는 완구와 기타제품이 실질적
으로 수익모델에 해당하였다[29].

플랫폼은 기존의 의도한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도하지 않은 교류를 발생시켜 혁신 및 부가가치를 도
출하게 된다[7,11]. 네이버웹툰이 적극적으로 플랫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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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활동과 교류를 지원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
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웹툰생태계 구축
에 기여하였다.

3) 산출물 생산
플랫폼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이들 간의 교류

를 통해 혁신적인 산출물과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5]. 네이버웹툰은 콘텐츠의 양과 질적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함은 물론, 웹툰이 외의 새로운 산출물 생
산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네이버웹툰에서 제공되는 웹툰콘텐츠에 대한 이
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20, 27]. 웹툰의 창작이 
기존의 웹툰제작자 만이 아닌 이용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한다. 웹툰이 기존 출
판만화와 비교되는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창작자와 독
자의 빠른 피드백에 있다. 기존 출판만화는 독자들이 창
작자들에게 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소통창구가 제한적이었고, 소통의 방식도 신속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독자가 창작자의 콘텐츠에 영향을 끼칠 가
능성이 적었다. 하지만 웹툰은 기본적으로 PC,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텐츠 소비와 평가가 빠르게 
이루어 지는데, 네이버웹툰은 웹툰 하단에 ‘좋아요’와 댓
글쓰기 등을 통해 웹툰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가 실시간
으로 제공된다. 인기 있는 웹툰의 경우 ‘좋아요’가 많기 
때문에 해당 웹툰 흥행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의 평가기능은 창작자들도 확인이 가능하여, 독자
들의 요구에 맞춘 웹툰을 제작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이버웹툰은 도전만화, 베스트도전, 웹툰으로 
이어지는 신예 창작자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제공
하여, 웹툰 창작자로 등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네이버웹툰의 도전만화는 네이버 가입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매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도전만화에서 베
스트만화로 승격이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은 웹툰 콘텐츠
의 등록 누적치, 독자 평가 관련 누적치(별점, 댓글, 조회
수, 스크랩 수 등), 운영자 정성평가 등이다. 베스트도전
에서 웹툰으로 승격되는 기준은 독자 관련 평가 누적치, 
연재 중인 요일별 웹툰과의 라인업 중첩도, 운영자 정성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웹툰으로의 승격은 별도로 공개
되지 않고,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 베스트도전을 통
해 등단하여 성공한 웹툰창창작자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
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신예 창작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독자로서의 이용자들 보다 충
성도가 높은 창조적 이용자로 진화하여 이들은 신예 창

작자 그룹으로 진입하여 웹툰플랫폼의 활성화에 기여하
게 된다[25].

둘째, 다양한 산출물의 확대이다. 네이버웹툰은 자체
적인 수익모델인 PPS를 활용하여 OSMU 전략을 극대화
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한 웹툰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네이버웹
툰은 웹툰만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상품 등을 개
발하여 수익모델의 확대와 웹툰플랫폼의 자생력을 제고
시켰다. Fig. 6과 같이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기반의 
웹툰생태계는 초기에 창작자, 포털웹툰, 이용자들 간의 
관계에서 시작하였다. 그 후 콘텐츠의 확대에 기여하는 
신예 창작자, 창조적 이용자와 포털사이트의 광고주와 웹
툰플랫폼의 활성화에 따른 웹툰광고주가 등장하고, 창작
자를 관리하는 에이전시의 등장과 웹툰을 활용한 부가상
품을 만드는 라이센시 등이 참여하게 된다[20].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유명 웹툰 신과함께는 영화로 제
작되어 국내 천만을 넘는 높은 흥행을 가져왔고, 이외에
도 수많은 인기 웹툰 들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으로 재탄생하여, 성공한 웹툰의 콘텐츠 영향력이 확대
되고 있다. 웹툰에 기반한 2차 산출물 충성도 높은 기존 
웹툰 이용자들의 수요를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 웹툰 창
작자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여 웹툰생태계에도 
긍정적이며, 또한 2차 산출물을 통해 기존에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웹툰플랫폼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오
기도 하여 웹툰생태계에 선순환을 이끌어냈다[10]. 웹툰
플랫폼을 통해 웹툰 창작자가 기존에 연결되기 어려운 영
화제작자, 드라마제작자 등과의 교류를 통해 OSMU 전략
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산출물로의 생산
이 가능한것은 웹기술의 특성인 개방, 공유, 참여에 기인
하며, 이는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에 해당한다
[5,20].

Fig. 6. Webtoon ecosystem based on Portal
Source: Park.(2014)[20] 



웹툰플랫폼 성공요인에서 도출한 플랫폼 정부 활성화 방안 9

5.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시사점
민간의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공공부문에 그대

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
여와 활동을 통한 플랫폼 성공은 공공부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네이버 웹툰플랫폼의 성공요인에 
따른 공공부문의 플랫폼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인프라 차원에서 네이버웹툰은 거의 독
점에 가까운 검색플랫폼의 영향력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는 일반적인 민간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른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부문은 
실질적으로 공공 플랫폼 구축시에 독점적인 플랫폼 영향
력을 행사 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다만 다양한 공공기
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내부적으로는 정보공유와 협력 
촉진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이용
자가 공공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12.16].

둘째,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우선적으로 네이버웹툰이 
초기에 이용자들을 모은 것은 웹툰의 무료제공이었다. 이
는 플랫폼의 이해관계자를 유도하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ICT 선진국을 중
심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Open Government Data(OGD)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2015년 제정된 오픈데이터헌장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자유로운 이용, 재사용 가능성,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재배포 될 수 있는 특성을 필수로 지니며, 기
술적·제도적 제공되는 디지털 데이터’로 정의한다[30].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는 민간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독점적인 콘텐츠로,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
는 점에서 웹툰 무료제공 전략과 공통점이 있다. 지능정
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가 원유로 평가받는 4차 산
업혁명시대에, 민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희소한 가치를 
지닌 공공데이터의 수요는 더욱 증가 될 수 있다[31]. 
2009년 미국 Obama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주요 선진국
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국내
에서는 2013년부터 법률 마련 및 공공데이터포털의 정
비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하여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 공공데이터는 현재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
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32].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
방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이 아닌 이용자들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우선 
개방하고, 향후에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공
데이터를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공
공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비 공공부문 이해관계자
는 공공부분과의 협력 생산(co-creation)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33].

그리고 공공프로세스에서 민간과 협업을 위한 공공부
문의 매개자 역할의 필요성이다. 민간부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괄하기 때문에 공공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의 
수준도 차이가 있다. 공공이슈를 인지를 해도 가용자원 
및 역량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및 정책제안 등으로 이어
지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정책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의 경우 시민참
여가 미비하고, 제안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
나, 주제에 부합하여도 최종 정책반영단계로 가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시민참여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되
었다[7,34]. 기존의 시민참여가 시민의 의견 수렴에 한정
되었다면 플랫폼 정부는 산출물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는 플랫
폼 매개자로서 시민들이 공공프로세스 참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웹툰 창작자들이 웹툰콘텐츠 제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 과 같이 시민들이 자신들이 공
공이슈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현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타 가용자원 등에 대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지원해야 한다. 또는 공공부문이 다른 민간의 참여자들을 
매칭하여 민간부문끼리 새로운 공공이슈 해결 그룹을 만
들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플랫폼이 일정 수준 자
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이 특히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매개자 역할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산출물 생산 측면에서 네이버웹툰은 콘텐츠 이
용자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웹툰콘텐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직접 웹툰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도전만
화, 베스트도전, 웹툰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창조적 이용자라는 새로운 참여자를 유도하며 웹툰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플랫폼 정부도 참여자들
이 공공서비스 및 정책개발을 통해 공공플랫폼을 통한 
산출물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네이버웹툰의 인큐베이
팅 시스템과 유사한 국내 공공부문 사례는 광화문 1번가
의 혁신제안톡의 제안토론, 제안숙성, 정책반영의 단계가 
유사하다. 혁신제안톡도 ‘좋아요’ 등 과 동일한 일정 추천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반영 단계로 가게 되는데, 
다만 광화문 1번가는 네이버웹툰과 같은 인센티브가 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0호10

비하여 참여가 저조하고, 제안내용의 질도 다소 낮은 편
이다. 이것은 광화문 1번가를 정책 플랫폼보다는 국민청
원 및 국민신문고와 같은 민원창구로 인식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참여자의 동기부여가 낮은 것도 요인으로 지
목된다[34].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정부 구축 사례인 
Challenge.gov의 경우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높은 상금
을 제시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 참여자도 이슈 해결
에 참여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플랫폼 내 참여자에 대
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
여 산출물의 양과 질의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 플랫폼 정부의 산출물은 반드시 공공부문에 속하
는 것이 아닌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도 해당한다. 네이버
웹툰의 기본적인 산출물은 웹툰이었으나 현재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결되면서, 웹소설, 영화, 드
라마, 캐릭터 상품, 게임 등으로 산출물의 종류도 확대되
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은 의도하지 않은 연결을 통해 새
로운 산출물의 생산이 가능한데, 이것은 플랫폼의 개방성
과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는 모듈성(modularity)에 기반
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플랫폼을 통
한 생태계의 구축이 가능케 된다[5,16,23]. 플랫폼 정부
가 지속되기위해서는 플랫폼 정부의 역할을 공공산출물 
도출에 한정하기 보다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민간 이해관
계자 간의 혁신적 산출물을 생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
영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COVID-19 당시의 공적 마
스크 판매데이터를 활용한 최종 산출물은 공공이 아닌 
민간 개발자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과 같은 민간 산출물은 공공플랫폼에 대한 민간 이해관
계자의 인식 전환과 공공부문이 민간 활동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확대시키고, 산출물의 양과 질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직간접적인 일체의 협력과정을 통

해 정부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정부신뢰로 이어질 수 있
다[6,7,12,17].

6. 결론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의 대중화와 맞물려 신

속하게 전자정부를 도입하여 행정효율과 시민편의를 달
성하고, 특히 국내 전자정부 모델은 다수의 개도국에서도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귀감이 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 흐름, 능동적인 
이해관계자의 등장 등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에
는 기존 전자정부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차세대 정부모델의 지향점을 플랫폼 정부로 상정하고, 플
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 모델
인 국내의 웹툰플랫폼 성공으로부터 도출하였다. 국내 웹
툰플랫폼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네이버의 웹툰 성공사
례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핵심요소에 기반한 분석틀에 따
라 성공요인을 확인하였다.

첫째, 플랫폼 인프라 차원에서 네이버웹툰은 기존에 1
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에 
구축이 되어 있어, 이용자를 모으는데 용이하였다. 네이
버웹툰은 대부분의 웹툰을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어 플랫
폼 접근성을 제고 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참여 차원에
서 먼저 네이버웹툰은 웹툰의 무료제공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였다. 그리고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자로서
의 네이버웹툰의 역할로, 네이버웹툰은 자체적인 수익모
델인 PPS를 통해 웹툰 창작자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웹툰 창작자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교류를 가능케 하였다. 셋째, 산출물 생산 차원에서 네이
버웹툰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였는데, 
이용자들이 웹툰콘텐츠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Main components Success factors from Naver webtoon GaaP strategy for public government
Platform 
structure

- Using powerful portal platform by Naver
- Improving platform accessibility without login

- Taking monopolistic position due to public area
- Integrate each public information system for platform 

accessibility
Stakeholder 
engagement

- Offering webtoon at no cost
- Conducting intermediary role for stakeholders with PPS 

program
- Increase quantity and quality of open data
- Support external stakeholders on public issues with 

resources and expertise

Outputs 
production

- Allowing stakeholders to webtoon besides webtoon 
creators

- Promoting second outputs beyond webtoon contents 
with PPS program 

- Attract more stakeholders on GaaP with motivation like high 
incentives for more outputs

- Allow various outputs by stakeholders on GaaP regardless of 
public outputs

Source: Author summary

Table 3. GaaP strategy based on Naver webtoon platform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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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좋아요’, 댓글 기능을 웹툰의 하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도전만화, 베스트도전, 웹툰으로 이어
지는 신예 창작자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기
존 이용자들도 창조적 이용자로 진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네이버웹툰은 수익모델인 PPS를 통
해 웹툰이 단일한 콘텐츠로 소비되는 것이 아닌 OSMU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산출물로 생산되도록 지원하였다.

네이버웹툰 사례를 통한 플랫폼 정부 활성화 전략으로 
첫째, 플랫폼 인프라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독점적인 플랫
폼 지위를 활용하되, 특히 각 기관별 산재 된 개별시스템
에 대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참
여 측면에서 먼저 공공플랫폼으로 이해관계자를 유유인
하기 위한 콘텐츠 무료제공 전략으로,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적 제고의 필요성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 내의 
활동을 지원하고 산출물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부의 매
개자로서의 역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산출물 생
산 차원에서 현재 광화문 1번가와 같은 공공부문의 참여
율과 산출물의 질적 저조가 특히 동기부여에 있음을 제
시하고, 미국의 Challenge.gov와 같이 높은 인센티브를 
통해 전문성 있는 외부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
다. 그리고 플랫폼 정부의 산출물의 범위를 공공에 제한
하는 것이 아닌 민간범위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자 간의 관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출물의 확
대는 물론 플랫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한편 본 연구는 웹툰플랫폼의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플
랫폼 정부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플랫폼 
전략에 대한 비판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웹툰플
랫폼의 독점화 경향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앞선 웹툰산업 
현황에서 제시되었듯이, 현재 웹툰플랫폼은 네이버와 다
음 등의 포털사이트가 전체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포털사이트 웹툰플랫폼의 쏠림
현상은 기타 웹툰플랫폼 업체의 사업철수로 인한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 기회 감소는 물론, 포털 웹툰플랫폼의 수
익모델을 중심으로 한 특정 장르의 편향성 또한 제기 되
어 결과적으로 웹툰 이용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킬 수 있
다[35]. 그리고 플랫폼 참여자의 종속화 문제도 존재한
다. 플랫폼상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참여자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웹툰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증대되면서 웹툰 창작자와 웹툰플랫폼 사이에 불균등한 
권력 관계로 인해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다.[27]. 웹툰플랫폼이 창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상호
작용을 가능케 하지만, 이는 결국 플랫폼이 없으면 이러

한 상호작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적 
이슈로 인하여 웹툰 창작자의 경우 웹툰플랫폼에 의해 
콘텐츠 및 작품활동에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웹툰플랫폼에 대해 종속상태에 있는 웹툰 창작자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36].

이러한 웹툰플랫폼에 대한 비판점을 플랫폼 정부로 치
환하면, 사실상 독점적 권한이 허용되는 공공부문에 있어 
플랫폼 정부의 독점적 지위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정부가 민간부문의 외부 이
해관계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증가되어 간섭이 
증가 될 수 도 있다. 그리고 정부가 플랫폼 정부의 참여
자 및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비록 플
랫폼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동등한 협력을 추구
한다고 하여도 정보와 권한에 대한 불균등한 부분이 존
재한다. 따라서 정보 및 권한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정
부가 플랫폼 정부 내의 규칙이나 자원 등을 외부 이해관
계자와의 협의 없이 변경하여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웹툰플랫폼
과 같이 경제적 종속관계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공공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존재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외부 이해관계자를 본인들의 정
책에 대한 정당성 및 수용성 차원에서 활용하여 결국 외
부 이해관계자의 종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플
랫폼 정부가 공공부문의 전유물로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 정부의 이념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

O'Reilly로부터 시작된 플랫폼 정부 개념은 플랫폼의 
어원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이해되거나, 전자정부의 한 부
류로 여겨지거나, 일반적인 거버넌스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플랫폼 정부는 일반적으로 참여라
는 과정중심의 거버넌스 보다는 협력을 통한 산출물 생
산이라는 결과적 측면을 강조하고,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혼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거버넌스 개념보다 능
동적이다[7]. 2020년 촉발된 COVID-19 사태를 계기로 
기존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는 가
운데, 플랫폼 정부는 국가 및 공동체를 유지하는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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