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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붐?인수합병 붐?

< http://bklove.info >

< http://channy.tistory.com>

< http://www.youtube.com/video_response_view_all?v=o8tvNj_1Fr0 >

http://bklove.info/blog/attach/1/1324793993.jpg
http://channy.tistory.com/attach/297/1250051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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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무혈 전쟁포털의 무혈 전쟁

메일 용량
전쟁

커뮤니티
전쟁 검색전쟁

블로그
전쟁

UCC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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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키워드 흐름IT 키워드 흐름

2004 2005 2006

Global Blog & Podcast 동영상 UGC Web 2.0

한국 Cyworld Blog
Web 2.0

동영상 UCC

Podcast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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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가능성시장 진입 가능성

동영상 Podcast

가 격
Digital Camcorder

Digital Camera
Microphone

제 작 .wmv .avi .mov .mp3

이 용 PDA, PMP MP3P

대 체 TV Radio

배 포 동영상 서비스 개인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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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가능성 & 진입장벽발전 가능성 & 진입장벽

• 한국은
–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 세계 최고 수준의 potable audio media의 보급

• 그런데 왜?
– visual 중심의 1인 미디어 발전

• Cyworld Blog 동영상 UCC 

– 낯선 사용자

• Podcast가 뭐에요?

– Podcast 검색은 어디서?

– 포털의 외면

– 수익모델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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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cast 한국에선 Blue Ocean?Podcast 한국에선 Blue Ocean?

• mp3플레이어 제작업체

– iTunes 벤치 마킹을 통한 Podcast 지원

• 음악전문 컨텐츠 제작업체

– Podcaster 와 Podcatcher의 유입을 끌 수 있는 Podcast 서비스

• Underground Musician

– Podcast를 통한 음반 및 뮤지션 P.R 

• 대기업

– Podcast를 이용한 회사 홍보 자료 제작

• 교육 서비스 제작업체

– Podcast를 이용한 컨텐츠 제공 채널 확대

• 대학교 / 고등학교

– 학교 커리큘럼을 Podcast로 제공하여 우수한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 홍보

• 시각 장애인 관련 사업

– 서비스 안내 및 공지사항을 Podcast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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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 PODcaster!Be a PODcaster!

상세내역 가격

도메인 구입

Tistory.com

Freebgm.com

S/W Podproducer.net 0

Microphone

홍보 Allblog.net 0

6,600

블로그 0

배경음악 0

H/W 10,000

총계 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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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저는
– 송민섭입니다.

– PAPERon.Net을 운영하는 편집장이지요.

– 온라인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PODcast에 관련해서 저에게 주실 이야기는 아래 연락처로 주세요.
– editor@paperon.net

– 011_9987_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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