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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과 WiFi,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의 전송속도와 디스플레이, 처리성능이 발전할수록 인

터넷기반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가 병행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4K UHD도 방송망보다는 인

터넷망이나 모바일기기에서 더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동통신망과 WiFi의 속도를 이용하는

모바일 OTT 스트리밍 방송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

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도 로컬이 글로벌화하여 서비

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적인 OTT업체인 네플릭스(Netflix)가 금년 일본에 이

어 내년에 한국에 진출한다고 하며, 아마존(Amazon)은 일본으로, 중국의 e-컴머스 업체인 알리바

바도 미국의 네플릭스처럼 OTT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네플릭스 등 OTT업체들은 4K

UHD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세계최고 수준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UHD 방송시장을 선점할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지도 모른다. 

국내 방송산업계는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경쟁

이 글로벌 해 질수록 대응 전략이나 비즈니스 전략도 글로벌하게 가야 한다. 국내 현실에 안주하거나

글로벌 추세에 거스르는 전략으로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진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계시장을 먼저

치고 나가 개척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금년 9월에 열린 IBC 2015 관련 기사를 참고하

여 세계의 방송 동향과 네플릭스 한국 진출 소식을 소개하고, 여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4K UHD 확산은 인터넷이 이끈다

예상대로 금년 IBC 2015에서는 4K로 대변되는 UHD가 중요한 화두였다. HEVC의 표준화가 완

료되고 4K를 지원하는 TV, 모니터에 이어 셋탑박스, 아마존 Fire TV, Roku, TiVo 같은 OTT 스트

리밍 기기가 출시되고 있다. 미국 케이블 회사인 컴캐스트(Comcast)의 Xfinity나 위성방송 회사인

DirecTV 같은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네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OTT 스트리밍 서비스

가 4K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4K 비디오 촬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까지 등장하고,

Sony는 4K 카메라에 이어 YouTube 채널에서 4K를 제작, 지원하고 있다. 유료방송과 OTT에서

는 4K를 향후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K의 확산은 생각보다 느리다. 그 주요 원인은 당장 콘텐츠가 부족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4K 콘텐츠 부족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는 현

실이다. IBC에서의 방송계 의견으로는, 콘텐츠가 해상도 향상에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확산에 걸림

돌이 될 것으로 걱정이 많은 듯 하다. 미국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사의 CTO는 4K는 “해상도 이

상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영국 BBC의 CTO는 “4K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다. 또한 에릭슨의

CTO는 “4K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디스커버리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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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HDR(High Dynamic Range), 고해상도, 120fps 프레임율 이 3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고해상도라면 오히려 8K 기

술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1]. 방송장비 제조사 ATEME의 CMO는 “TV의 미래는 HDR과 WCG(Wide Color Gamut)에 있다.”

라고 한 것처럼, IBC에서의 4K UHD 비디오는 단연 HDR 등이 이슈였다.

그런데 HDR이나 프레임율 증가에 수반되는 문제는 전송 데이터 량의 증가로 인한 전송 대역폭이다. 현재도 4K를 스트리밍하

려고 하면 최소한 15Mbps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Akamai사에 따르면 브로드밴드 인터넷 속도가 15Mbps 이상인 미국 가

정은 약 21%에 해당한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국가별 평균 인터넷 속도로는 우리나라가 23.1Mbps로 세계 최고이며 홍콩이

17Mbps, 일본이 16.4Mbps, 스웨덴이 16.1Mbps, 미국이 11.7Mbps 순이다[2]. 만일 4K UHD 콘텐츠 품질이 HDR이나

프레임율 향상으로 데이터 량이 증가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송인프라가 거의 없게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한편, 또 다른 4K 이슈로는, 서비스간 서로 다른 비디오 코딩 표준 문제가 언급되었다. HEVC, 구글 VP9, 시스코 Thor 등

여러 개의 고압축 비디오 코딩 표준이 여전히 혼용되고 있어 표준 단일화 문제가 언급되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송 모두에 상호

호환되는 비디오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비디오가 점점 TV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와 렌더링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방송계가 비디오의 웹 표준화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최근에 아마존, 시스코,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네플릭스 등이 새로운 오픈소스 비

디오 포맷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미디어 얼라이언스”를 발표한 바 있다[1].

LTE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비디오 전송과 웹 상에서의 매쉬업,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코딩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독

일의 프라운호프(Fraunhof) HHI연구소를 방문하여 HEVC 표준화 관련 협의를 할 2012년 당시, HHI는 LTE환경에 적합한 차

기 비디오 코딩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설명을 들은 바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합한 새로운 비디오 코

딩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HEVC의 높은 특허료도 4K확산을 저해한다고 거론되고 있다. HEVC의 필수 특허로 분류된 500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구성된 HEVC Advance가 지난 4월에 결성되어, 7월에 로열티를 산정하였는데, 미국 방송계에서는 불만이 많은 듯

하다. 4K TV당 1.5불, 스트리밍 기기 및 가정 내 비디오기기는 대당 1불, 모바일 기기는 대당 0.8불, 컨텐츠 제작사와 분배사는

수입의 0.5%를 받는다는 것이다[3].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라이센싱 조건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반발이 거세어 지불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

직임도 있다고 한다. 특히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분배하는 업체들은 자신의 총 수입의 0.5%를 낸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네플릭스, 애플, 아마존 등은 일년에 1억불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또 다른 특허 풀인

MPEG LA도 이미 몇 개의 HEVC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과거 DVB-MHP 특허 풀 관련하여 방송사와 셋탑 제조사들이 그 기술을 버리고 로열티가 없는 HbbTV 기술을 선

택한 예를 들며, HEVC Advance를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HEVC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 기술들, 즉 시스코의

Thor나 구글의 VP9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다. HEVC Advance측에서는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형국이다. 

OTT 비디오도 이젠 모바일이다

올해 IBC에서의 또 하나 관심사항은 모바일 OTT 서비스의 출현이다. 사람들이 점점 비디오를 스마트폰에서 시청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모바일 사용자에게 TV쇼나 영화, 스포츠 중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Freewheel이라는 멀티스크린 광고회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고시청의 40%가 OTT 기기나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

며, 특히 스마트폰은 20%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OTT비디오 시청의 경우도 21%가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한다. 여태까지만

해도 세컨드 스크린으로 태블릿이 주목을 받았지만 스마트폰의 스크린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이제는 스마트폰이 메인 시청기기

가 되고 있다고 한다[5].

IBC 2015에서는 현재 베타테스트 중인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사의 Go90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미 지난 5월

부터 준비해 온 타게팅 광고기반의 무료 모바일 VOD 서비스이다. 버라이즌은 FiOS라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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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위해 N-screen 서비스인 TV Everywhere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본격적인 모바일 OTT 서비스

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시대에서는 기존의 방송사 및 콘텐츠 업체들이 전통적인 방송 외에도 OTT사업을 보조적으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OTT는 대부분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되어 왔기 때문에, 모바일에서의 OTT 서비스 성공 여부에 관심이 많다. 버

라이즌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감소하는 코드 컷팅을 막고 동시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저가(skinny)의 번들 패키지 외에 광

고기반의 모바일 OTT를 추진하고 있다.

자사의 이동통신망이나 IPTV에 가입하지 않아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OTT 서비스는 경쟁사 망을 포함한 이동통

신망과 WiFi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게 된다. 자사 가입자는 LTE 멀티캐스트 기술 덕택으로, 생중계 스트

리밍을 더 나은 품질로 제공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일부 콘텐츠를 더 시청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PTV

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올레 모바일 등 N-screen 서비스를 모바일 IPTV라는 이름으로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OTT서비스 형태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의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며, 모바일

서비스 특성상 뮤직 비디오나 짧은 콘텐츠, TV쇼 등을 주로 하나, 젊은 층을 겨냥하여 이벤트 생중계, 스포츠, 뉴스 등도 서비스한

다고 한다[4].

OTT 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뭐니뭐니해도 풍부한 오리지날 콘텐츠이다.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콘텐

츠가 경쟁력이다. 그런데 밀레니엄세대 등 젊은 층은 기존 Linear TV를 거의 보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비

디오를 소비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영화나 TV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취향, 예를 들어 Twitch 같은 게임

시합 중계나 게임 해설 등에 열광하고 WWE 같은 레슬링 시합, 메이저리그 야구나 대학농구 중계 스트리밍에 관심이 많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모바일 OTT가 제격인 셈이다[9].

버라이즌은 OTT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수 년 동안 비디오를 구입하고 CDN인 EdgeCast Networks와 시스코의 OnCue

비디오 스트리밍 장비를 이용하여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광고를 삽입하기 위한 광고 기술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하여 AOL도 사

들였다. 4월에는 디즈니 ESPN, CBS 스포츠 같은 대학스포츠 중계 플랫폼이나 Viacom, YouTube의 프로그래밍 네트웍인

AwesomenessTV와의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웹 기반의 유망 콘텐츠 확보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12]. 

문제는 전송용량과 커버리지 확대이다. 네트웍 확충을 위하여 small cell 추가뿐만 아니라 주파수경매에도 투자하였지만 지속

적으로 늘어나는 LTE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한다면 추가 투자가 더 필요할지 모른다[3]. 자사의 LTE 멀티캐스트 기

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약 800만대가 가입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할지 확신이 없다. 대략 12월이면

200만 가입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정도로 추측할 뿐이다. 젊은 밀레니엄세대를 목표로 한 이벤트 생중계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많

은 부하가 걸리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 장애를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Dish Network의 OTT인 Sling TV는 거의 매 주 단위로

네트웍 과부하가 걸린다고 한다[10].

버라이즌에 이어, 케이블 방송사인 컴캐스트도 소셜 채널간 공유할 수 있는 짧은 형식의 무료비디오를 제공하는 광고기반의 모

바일 서비스인 “워처블(Wachable)”을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실험 중이다. 이 서비스도 컴캐스트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애플 스마트폰이나 컴캐스트의 X1 셋탑, 웹(watchable.com) 등에서 시청 가능하다고 한다. 약 30개의 콘텐츠 파트너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Go90과는 달리 이 플랫폼에만 제공되는 콘텐츠는 없다고 한다[11]. 케이블 TV방송사는 자체 이동통신망이 없

으나 지난 몇 년간 OTT사업자에 대응하여 모바일 N-screen 서비스를 위해 미국 내 주요 도시에 Hot-Spot WiFi망을 꾸준히 구

축해왔다.

이러한 서비스 움직임에 따라 삼성은 그동안 삼성 스마트폰에서 1년 동안 제공해왔던 숏 비디오 클립 서비스인 Milk Video 모

바일 서비스를 오는 11월부터 중단한다고 한다.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경쟁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스마

트폰 구매의 인센티브도 될 수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모바일 OTT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

점이다. 버라이즌의 경우에서 보듯이 LTE 멀티캐스팅 같은 eMBMS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쟁사인 애

플 단말기보다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하여 성능이 낫도록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컴캐스트가 애플의 iOS단말기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등 단말기 견제가 심할 것이 앞으로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6].

한편, 모바일 서비스는 OTT사업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은 자사의 월정액(SVOD:

Subscription VOD) 프라임 비디오사용자들이 영화나 TV쇼를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휴대기기에 다운로드 받아 오프라인으로 소

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8]. 다운로드 서비스는 그동안 아이튠즈나 Vudu같은 TVOD(Transactional VOD) 서비스에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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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잭션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유료방송사가 WiFi를 이용하여 TV Everywhere 가입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로, OTT

와의 경쟁에서 장점으로 부각시켜 왔던 서비스였다.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와는 전혀 다른 사업모델인데, 그 이유는 OTT 서비스

업체들은 자체 통신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모바일 스트리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OTT

사업자간의 경쟁 및 유로방송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가입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경우, 이제 OTT가

입자의 증가율도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OTT업체간의 가입자 이동도 이슈가 되고 있다.

OTT는 Over-The-Top의 약자로 기존의 셋탑박스와 미디어 전송로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서비스를 오버레이한다는 의미로,

초고속 인터넷은 가입자가 제공하고 사업자는 CDN과 인터넷 라우터,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가입자의 OTT기기(셋탑포함)를 통

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 사업이다. SVOD는 매월 일정한 요금을 내고 비디오를 시청하는 비즈니스 모

델로 네플릭스가 OTT시장을 리드하게 된 대표적인 모델이다. 광고기반의 AVOD(Ad-based VOD)나 가입자가 매번 주문하는

비디오에 한해서 스트리밍하고는 있지만 시청 편리성이나 수입면에서 단연 SVOD가 앞선다. 

전통적인 지상파방송사 콘텐츠 기반의 Hulu같은 광고기반 중심의 OTT업체도 Hulu Plus를 통해 SVOD사업을 하고 있는 실

정이다. 자신들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에 제공하거나 TVOD를 하고 있던 HBO나 CBS도 SVOD서비스를 시작하였다.

YouTube도 기존의 광고기반 스트리밍에 추가하여 월정액 기반의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

서의 SVOD OTT 서비스 점유상황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TV Research에 따르면 OTT서비스 매출은 2020년에는 51.1

억불이 될 전망이며, 그 중 최대 매출을 올리는 SVOD는 2014년 76억불에서 2020년에는 216억불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세

계적으로 SVOD 가입자 가정도 현재 1억 1,700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2억 4,9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7].

그러나 이제는 SVOD OTT사업자도 비록 실시간 스트리밍은 아니지만 모바일 서비스 경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네

플릭스는 아직 부정적이다. 오프라인으로 시청하는 것은 크게 장점이 없으며 너무 많은 선택기회를 주는 것은 가입자들의 소비에

혼란만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OTT 자이언트들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로 방송시장은 글로벌 전쟁

미국의 최대 OTT서비스 업체인 네플릭스가 내년 초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싱가폴, 홍콩, 대만에 진

출하고 연말까지 세계 진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SVOD 스트리밍 사

업모델로 막강한 오리지날 콘텐츠와 저렴한 요금의 힘으로 미국에서 최대의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글로벌 특성을 살

려 캐나다, 남미, 서유럽과 동유럽, 쿠바, 호주, 일본 진출에 이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네플릭스는 미국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자한 Hulu Plus, 온라인 판매 전문업체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함께 OTT

<그림 1> 미국에서의 월정액 OTT 서비스 점유율 변화(출처 : Digitalsmiths사[18])

MONTHLY SUBSCRIPTION OTT SERVICES

Do you use any of these monthly subscription services for movies or TV shows? (choose all that apply)

Netflix

Amazon Prime

Hulu/Hulu Plus

HBO NOW

CBS All Access

PlayStation Vue

Blockbuster

Sling TV

Redbox Instant

I do not use

Other

57.7% use monthly subscription services

+3.3% q/q1+7.0% y/y1+22.8% over 2 yrs

49.4%Q2 2015

Q2 2014

Q2 2013

Q1 2015

20.1% 11.8% 42.3%

1.7%

2.0%

1.8% 1.6%

2.7%

1.0%

2.5% 1.4%

2.4%

1.4%

1.0% 1.5%

1.7% 1.4%

1.2% 1.9%

4.9%

46.4% 18.9% 11.4% 45.6%

44.4% 14.1% 9.5% 49.3%

6.3%7.5% 6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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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OD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로 미국 시장에서 2014년 기준으로 가입자 약 4,000만 명을, 2015년에는 세계적으로도 이

미 6,2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1,30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였다[14][15][16].

네플릭스는 우리나라 시장도 일본 시장처럼 로컬 콘텐츠가 우세한 시장으로 파악하고,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

사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전략적인 콘텐츠 제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강력한 로컬 콘텐츠를 갖춘 국내 N-screen 플랫폼

에 대항하여, 콘텐츠 전달 비용을 절감하고 네트웍 사용료를 낮추어 가격 대비 콘텐츠 품질로 승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Media

Partners Asia(MPA)에 따르면, 국내는 케이블/IPTV 수입의 약 1/4이 TVOD 수입이며 광고 기반의 AVOD도 상당하다고 한다.

국내 VOD시장이 규모가 크지만 SVOD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은 많겠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네플릭스는 이미 올해 일본에 진출하여 소프트뱅크 모바일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성공이 향후 아시아

SVOD시장에서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플릭스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자신이 보유한 국제적인 영화

와 TV물을 일본 로컬 콘텐츠와 혼합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후지미디어(Fuji Media)와 콘텐츠 협상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로

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를 지원, 일본 및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콘텐츠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뱅크 모바일 가입자들은 손쉽게 네플릭스에 가입하고 지불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도 설치할 수 있다. 다른 이동통신 가

입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미국에서와 같은 품질로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으며 SD급으로 한 가지 단말에서만 볼

수 있는 $5.48 패키지로부터 4k급으로 4개의 단말까지 볼 수 있는 $12.21의 최상위 패키지도 있다. 

일본시장의 경우, 침투가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기 Hulu가 2011년 진출했을 때 보다 훨씬 심한 경쟁을 겪게 될 거

라는 전망이다. NHK On Demand, Fuji TV ON Demand, TBS On Demand 등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대형 TV네트웍이

SVOD플랫폼을 출범시켰고, Bonobo라는 콘텐츠연합 조인트 벤쳐도 올해 출범한다고 한다. 이미 약 700만명의 OTT서비스 가

입자가 있으며 올해 토쿄 기반의 5개 TV네트웍이 AVOD서비스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3,600만 브로드밴드 가

정 대비 SVOD 가입율은 20%에 미치지 못하고[24], 또한 유명 브랜드에 민감한 문화이므로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13].

한편 아마존도 9월에 네플릭스를 따라 일본에 진출한다고 한다. 바야흐로 OTT자이언트들의 글로벌 시장진출의 rush가 시작되

었다. 앞으로 콘텐츠 제작사인 HBO나 CBS의 OTT, 즉 DTC(Direct-To-Consumer)도 미국 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하면 다음

차례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가 될 것이다. 영국의 BBC도 직접 DTC로 미국 OTT에 진출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방송의 글로벌 전쟁시대가 된 것이다. 

최종 격전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플릭스의 최종 목적지는 짐작하는 대로 어마어마한 비디오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중

국이다. 이미 4억 5,000만명의 소비자가 존재하고 145억불의 시장이 존재하는 곳이다. 중국에서는 외국 미디어기업이 독자적으

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 허가업체와 사업 및 콘텐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7개의 허가된 OTT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가 있어 이들과의 합작이 필요하다. 네플릭스는 Sohu.com같은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에게서 오리지날 콘텐츠를 라

이센싱하면서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미디어 검열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한편 중국의 e-컴머스 거인인 알리바바도 중국 본토내에서 금년 6월부터 S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

리바바는 미국의 HBO나 네플릭스처럼 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금년 9월경에는 알리바바의 스마트TV나 셋탑박스 사

용자들에게 Tmall Box Office(TBO)라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 TBO 콘텐츠에는 알리바바 픽쳐스 그룹에서 제작된

로컬 및 구매한 외국의 영화와 TV쇼를 포함하고 있다. 요금은 무제한 시청으로 월 6불, 또는 연 57불이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전

자지갑으로 지불 가능하다고 한다[17].

우리나라에서 OTT가 성공할 것인가?

2010년경에 미국에서 OTT가 유행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왜 OTT가 활성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다.

요약하면, OTT의 장점인 저가의 요금이 미국에서는 획기적이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유료방송의 요금이 OTT수준으로 낮아

서 유료방송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성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 유료방송 점유율이 90%이상이므로 새로운 유료방송에 가입

할 시장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료방송사들이 N-screen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므로 코드 커팅(cutting)이나

쉐이빙(shaving) 등의 요인이 적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 콘텐츠가 지상파 콘텐츠에 너무 의존하여 오리지날 프리미엄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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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가 없어 OTT만의 콘텐츠 차별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글로벌 OTT인 Hulu의 일본 진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2011년 일본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실패한 Hulu를 분석해 본 결과, 가격이 거의 월 $20로 높았고 고품위 콘텐츠가 없었다는 점

이었다. 더구나 리모콘에 Hulu 버튼을 넣지 못한 점이나 협력 유료방송사들의 협력을 통한 채널선택 편의성을 얻어내지 못했던 점

등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있었다고 한다.

네플릭스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제작한 막강한 미국 오리지날 콘텐츠와 세계 각국에서 라이센싱한 콘텐츠가 있으므로 사정이 달

라진다. 유료방송과 거의 비슷한 요금이므로 요금이 결정요소가 아니다. 즉 밀레니얼 세대의 시청 행태와 선호 콘텐츠가 기존 세대

와 달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OTT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의 방송사업구조나 시청문화가 아시아와 다

르지만, 로컬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 네플릭스가 지상파 콘텐츠와 협력한다면,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를 싸게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협력한다면 정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미국드라마나 외화를 즐기지만 영어가 통하는

유럽과는 달리 한계가 있을 것이다. 콘텐츠에 자막을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므

로 일본의 성공 노하우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미국 유료방송 가입자가 느끼는 가치수준 및 불만족 시 원인(출처 : Digitalsmiths[18])

VALUE

How would you rate the level of value you are receiving from your cable/satellite service provider?

If UNSATISFIED, why do you feel you’re not getting enough value from your provider? (Choose all that apply)

Very

Satisfied

Increasing fees for
cable/satellite service

Increasing fees for
Internet service

Poor cable/
satellite service

Poor Internet
service

Poor customer
service

Other
(please specify)

Bad channel
selection

19.6%

24.0%

17.3%

+6.1% over 2 yrs

+3.6% q/q
1
+ 1.8% y/y

1
+2.6  over 2 yrs

+2.0% q/q
1
+ 6.1% y/y

1
+10.7%  over 2 yrs

23.4%

33.0%

34.5%

57.0%

67.2%

71.7%
71.6%
71.7%

40.4%
46.4%

44.5%
40.9%

29.4%
31.2%
30.4%

32.5%
28.4%

23.8%

30.0%
33.8%
32.0%
34.3%

37.0%
38.1%

36.8%
30.8%

11.4%
13.8%

16.0%
15.0%

58.7%

Q2 2015

Q2 2015

Q2 2014

Q1 2015

Q2 2013

Q2 2013

Satisfied

Unsatisfied

2015년 10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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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칼럼 : 인터넷시대에서의 방송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실제 <그림 2>에서와 같이 미국 유료방송의 가입자 만족상태 자료 [18]을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5년 조사에서는 서비

스 가치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만 수준이 23.4%까지 증가하였으며, 비록 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지만, 2년에 걸친 경향을 보면 가격 불만 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

우도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 즉 콘텐츠 품질에 대한 불만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볼 비디오가 많은 OTT로 이동할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방송생태계는 여전히 공급자위주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에게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시

장경제 생태계가 아닌 공급자 상생 또는 생존을 위한 규제와 경쟁 생태계로 비춰지고 있다. 소비자가 매체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소비는 공급자들의 사업공간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선택권이 넓은 매

체가 들어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OTT서비스가 인프라가 아닌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

로벌로 시장을 넓혀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로컬 콘텐츠에 의지하거나 인프라 경쟁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초고속인터넷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보급율이 높은 나라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OTT서비스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나라

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파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방송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발

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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