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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스마트미디어 글로벌 시장 규모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 2023년 2조 6,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시장조사 기관 PwC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규모는 2조 1,000억 달러를 기록하였
으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3%를 기록하며 2조 6,0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임

[그래프 1]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 규모

(단위: 조 달러)

자료 : Statista

▶

2019년 기준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분야 디지털 관련 수익 비율은 55.4%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은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서비스 이용 주
체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변화된 것을 꼽을 수 있음. 과거 가구 당 한 대의 TV를 공유하
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개인이 선호하는 디바이스를 통해 각기 다른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PwC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엔터테인
먼트&미디어 분야 매출에서 디지털 관련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53.1%였으며, 2023년
에는 61.6%까지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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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스마트미디어 세부 시장 규모
▶

2022년 글로벌 온라인 TV 및 영화 시장 834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방송스마트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TV 및 영화 산업 시장규모
는 2010년 6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2016년에는 37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550억 달러까지 성장함. 아울러 2022년에는 2018년 대비 5
0% 성장한 83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래프 2] 글로벌 온라인 TV 및 영화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 Statista

▶
●

유료TV 시장, 2023년에 1,83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될 전망
전 세계 유료TV 시장은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의 증가로 점점 축소하는 추세임. 스태

OTT(Over-the-Top)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

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1,740억 달러를 기록한 유료TV 시장은 2017년 2,020

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지만, 2023년에는 1.83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OTT

제공하는 서비스

(Over-the-Top) 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VOD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전망임

●

▶

유료 IPTV 구독자 수는 2020년에 1억 9,000만 명 돌파할 전망

IPTV(Internet Protocol TV)

반면 인터넷 망을 활용하는 IPTV 구독자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태티스타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조사에 따르면, 2010년 3,600만 명에 불과했던 IPTV 구독자 수는 2014년 1억 1,200만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

명까지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1억 9,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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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스마트미디어 산업 동향
▶

전통적 방식의 TV 매출 성장 멈춰
전통적 방식의 TV 및 홈비디오 시장 매출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PwC의 조사에 따르
면, 2014년 TV 및 홈비디오 시장 매출은 2,48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2,583억 달러로 4.1% 성장하였음. 하지만 그 이후 매출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2017년에는 2,57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2,527억 달러로 감소함.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는 2,44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래프 3] 전통적 방식의 TV 및 홈비디오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 Statista

▶

모바일과 멀티디바이스 통한 방송 시청자 증가
2017년 에릭슨(Ericsson)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적 TV의 시청자는 감소하는 반면, 모바일
중심 시청자와 멀티디바이스 시청자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전체 TV
시청자 중 20%를 차지했던 전통적 TV 시청자는 2020년 11%까지 감소할 전망임. 반면
모바일 중심 시청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2010년 6%에서 2020년 28%까지 증가할 것으
로 보임. 멀티디바이스 시청자도 15%에서 25%까지 성장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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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기술 동향
●

▶

UHDTV(Ultra High-Definition

UHDTV 판매량 증가
차세대 방송기술로 각광 받는 초고선명텔레비전(UHD, Ultra High-Definition TeleVision)

TeleVision)
기존 풀 HDTV(Full HDTV)보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4K UHDTV 판매량은

높은 해상도의 고화질 비디오와

2014년 1,020만 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에는 9,150만대가 판매

몰입형 오디오로 시청자에게 현
장감과 사실감을 제공하는 텔레

되었고 2019년에는 이보다 18% 증가한 1억 8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됨. 한편, 8K

비전

UHDTV는 2018년 최초로 선보였으며, 2019년에는 5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하
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3년에는 1,100만 대, 2025년에는 3,100만 대가 판매될

●

것으로 보임

4K UHD
가로·세로 3840×2160 해상도
를 지원하는 디지털 비디오 포맷.

[그래프 4] 4K UHDTV 판매량

기존 풀HDTV의 4배의 해상도를

(단위: 백만 달러)

제공함
●

8K UHD
가로·세로 7680x4320 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지털 비디오 포맷. 기
존 풀HDTV의 16배의 해상도를
제공함

자료 : Statista

▶

VR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 증가
최근 방송기술의 발달로, 방송서비스도 다양화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5G가 상용화됨에
따라 VR·AR 등의 초고용량 콘텐츠의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해졌으며, 스포츠 경기나 이
벤트 생중계 등에 VR 기술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NBA, 2019-20 시즌 26경기 VR로 중계할 계획

NBA는 넥스트VR(NextVR)과 협력하여 2019-20 시즌 농구경기 중 26경기를 VR로 중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시청자들은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해당 경기를 VR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일부 경기를 제외하고는 구독권을 구매하여 시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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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바이스 동향
●

▶

스마트TV

스마트TV 시장 규모, 지속적인 성장 추세
2015년 본격적으로 스마트TV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전체 TV 판매량 중에서 스마트TV

컴퓨터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인
터넷 검색 등이 가능한 쌍방향

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소통이 가능한 TV

TV 매출에서 스마트TV가 차지하는 비율은 55%로 나타났음. 2016년에는 57%, 2017년에
는 64%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70%까지 늘어났음
[그래프 5] 스마트 TV 도입 비율

자료 : Statista

▶

가장 많이 판매된 스마트 TV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IHS Makrit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장 많이 판매된 스마트 TV 운영체제는 안
드로이드인 것으로 나탔음. 이는 중국 TV 브랜드들이 대부분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있
기 때문임. 2위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탑재된 타이젠(Tizen)으로 나타났으며, 파이어
폭스(Firefox)와 로쿠(Roku)가 각각 13%, 6%로 그 뒤를 이었음
[그래프 6] 스마트 TV 운영체제 점유율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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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OD 서비스 동향
▶

구독형 VOD 서비스 규모 성장
2018년 기준 VOD 서비스 시장 규모는 3,82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구독형
(Subscription) 서비스 매출은 3,030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73.3%를 차지했음. 프로그램
건당 요금을 지불하는 주문형(transactional) 비디오 서비스 시장 규모는 780만 달러로
나타났음. 한편, VOD 서비스 매출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7,270만 달러까지 성장
할 전망이며, 구독형 비디오 서비스 비율은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그래프 7] VOD 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만 달러)

자료 : Statista

▶

가장 많이 이용되는 VOD 서비스는 비디오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은 VOD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임. 스태티스타의 조
사에 따르면, VOD 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 기준 16억 8,170억 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는 10억 1,600억 명 인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비디오 다
운로드 서비스 이용자는 6억 2,910만 명을 기록했음. 한편, 2019년 VOD 서비스 이용자
수는 17억 6,1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며, 2023년에는 19억 4,100만 명까지 증
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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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스마트미디어 선도기업
1) 기업동향
▶

대형 M&A 활발
미국 OTT 시장에서는 대형 IT·미디어 기업들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미디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최근 방송 미디어와 IT 기술 결합이 증가하면서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은 불가피한 사안임. 인수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 미디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출시에 나서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표 1] 주요 미디어 기업 인수합병 현황
기업명

거래연도

주요 내용

AT&T, Time Warner

2018

거래 성립 후 Warner Media로 사명 변경

디즈니, 21세기 폭스

2019

디즈니, 훌루 지분율 60%로 확대

비아콤, CBS

2019

상호 합병 합의 후 ‘CBS 비아콤’으로 사명 변경

자료 : IBC, Crunchbase

▶

대형 IT 기업들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진출 증가

① 애플

애플은 2019년 11월, 독자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Apple TV)를 출시할 계획임. 해
당 서비스는 월 4.99달러의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보다 낮
은 가격에 책정됨. 아울러 애플은 다수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6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② 아마존

아마존은 2016년,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사 쇼핑몰 내에서만 판매되던 독자적인
동영상 VOD 서비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Amazon Prime Video) 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하
여 제공하기 시작함. 2016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지
역 문화와 언어에 특화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③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2017년, 독자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페이스북 워치(Facebook Watch)
를 출시함. 2018년부터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뉴스 전문 방
송국과 협력하여 뉴스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음. 아울러 페이스북은 2019년 9월, TV용
셋톱박스 ‘포털TV(Portal TV)’를 출시하고, 영상통화와 페이스북워치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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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넷플릭스(Netflix)
●
▶

2019년 2분기 기준 넷플리스 이용자 수 15억 1,560만 명 돌파

Netflix

넷플릭스는 전 세계 최대 OTT 서비스 업체로, 현재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영국 등 영어
기본 정보

권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은 83%에 달함. 넷플릭스는 1990년대 온라인 DVD 대여 서비

∘ 설립년도 : 1997년

스를 시작한 기업으로, 2007년 인터넷을 통한 VOD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OTT 시장을

∘ 국적 : 미국

선점하였음. 그 이후 넷플릭스 매출은 수직 상승하였으며, 2018년 매출은 157억 9,430만

∘ 직원수 : 7,100명

달러를 기록하였고 활성 이용자 수는 15억 1,560만 명을 돌파하였음

∘ 매출

[그래프 8]] 넷플릭스 매출 추이

: (‘18) 약 157억 달러

(단위: 억 달러)

방송스마트미디어 관련 활동
∘ 2007년 미국 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 2012년 최초의 오리지널
콘텐츠 ‘릴리해머’ 출시
∘ 2019년 유아동 미디어
브랜드 ‘스토리봇츠’ 인수
∘ 2019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20억 추가 투자

자료 : Statista

▶

뉴욕에 콘텐츠허브 설립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은 넷플릭스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음. 2018년
넷플릭스가 공개한 자체 콘텐츠 편수는 850편에 달함. 넷플릭스는 2019년, 1억 달러를
투자하여 뉴욕에 콘텐츠 생산 기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는 디즈니와 애플 등
대형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맞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 아
울러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하여 2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짐

▶

유아동 미디어 브랜드 ‘스토리봇츠’인수
넷플릭스는 유아동 대상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유아동 미디어 브랜드 스토리봇츠
(StoryBots)를 인수함. 스토리봇츠는 유아동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업으로, 넷
플릭스는 향후 캐릭터 기반 교육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디즈니와의 경쟁에 대비한다는
계획임

- 13 -

▪

2019 GIP 품목별 보고서

시장규모

시장 트렌드

품목 선도 기업

국가별 동향

시사점

3) 컴캐스트(Comcast)
●
▶

미국 최대 미디어 회사, 2018년 방송부문 매출 114억 4,000만 달러 기록

Comcast

컴캐스트(Comcast)는 시가총액 174조 원에 달하는 미국 최대 미디어 회사로, 방송 및 인
기본 정보

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방송 미디어 NBC Universal을 산하에 두고

∘ 설립년도 : 1963년

있음. 2018년 컴캐스트의 방송부문 매출은 11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 국적 : 미국

2017년 매출인 95억 6,000만 달러 대비 19% 성장한 것임.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광고

∘ 직원수

수입이 70억 1,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61%를 차지하였음

: 약 18만 4,000명

[그래프 9] 컴캐스트 텔레비전 서비스 매출 추이

∘ 매출(TV 서비스)

(단위: 억 달러)

: (‘18) 약 114억 달러
방송스마트미디어 관련 활동
∘ 2011년 NBC Universal
인수
∘ 2015년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림’ 출시
∘ 2020년 NBC유니버설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
출시 예정

자료 : Statista

▶

자회사 NBC유니버설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 출시 계획
컴캐스트가 소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회사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은 2020년 4월,
OTT 서비스 ‘피콕(Peacock)’을 출시한다고 발표함. NBC유니버설은 방송 및 경제매체
CNBC와 영화 스튜디오 유니버설픽처스·일루미네이션(Universal Pictures·Illumination),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드림웍스(DreamWorks) 등을 보유하고 있음. NBC유니버설은 자사
가 보유한 1만 5,000 시간 분량의 방대한 콘텐츠를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임

▶

인터넷 단독 가입자 대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엑스피니티플렉스 출시
컴캐스트는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OTT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셋톱박스 ‘엑스피니티
플렉스(Xfinity Flex)’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함. 해당 셋톱박스는 넷플릭스와 아마존프
라임비디오, HBO, 유튜브(Youtube) 등을 지원하며 2020년에는 NBC유니버설의 ‘피콕’도
지원함. 컴캐스트는 해당 서비스 출시를 통해 경쟁 OTT 서비스를 견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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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즈니(Disney)
●
▶

디즈니플러스, 11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서비스 개시

Disney

세계 최대 콘텐츠 제작기업 디즈니(Disney)는 막강한 콘텐츠를 앞세워 디즈니플러스
기본 정보

(Disney Plus)를 출시한다고 발표함. 디즈니플러스는 11월 미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 설립년도 : 1923년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임. 디즈니는 올해 안에 서유럽 시장에 서

∘ 국적 : 미국

비스를 출시하고, 향후 2년 안에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 직원수 : 약 20만 명

하고 있음

∘ 매출
: (‘18) 약 594억 달러

▶

다양한 채널과 막강한 콘텐츠로 넷플릭스에 도전장

방송스마트미디어 관련 활동

디즈니는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무기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기존 OTT 서비스와의 경쟁

∘ 1995년 ABC 방송국 및

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침임. 디즈니는 스타워즈(Star Wars)와 마블(Marvel), 픽사

ESPN 인수

(Pixar) 및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사

∘ 2006년 픽사스튜디오

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디즈니플러스 출시에 앞서 넷플릭스와

인수
∘ 2009년 마블코믹스 인수

콘텐츠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음. 뿐만 아니라 디즈니가 보유한 스포츠 채널 ESPN

∘ 2012년 루카스필름 및

과 얼마 전 인수한 Hulu 콘텐츠까지 디즈니플러스로 편입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됨

루카스아츠 인수
∘ 2018년 21세기폭스 인수
∘ 2019년 11월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
출시

▶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 보유
디즈니는 경쟁 업체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함. 디즈니플러스
의 요금은 월 7달러로, 넷플릭스의 월 13달러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었음. 디즈니플러스
계정은 총 4대의 장치에서 스트리밍 가능하며 몰입형 오디오, 4K UHD 등을 지원함
[그림 1] 디즈니 플러스 인터페이스

자료 :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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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스마트미디어 유망 기업
▶

IBC, 방송스마트미디어 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선정
미디어 스타트업은 다양한 기술을 앞세워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 이에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는 방송스마트미디어 산업 분야 유망 스타
트업을 선정하고 있음

▶

방송스마트미디어 선도 기술 선정

① Verbit.AI(AI 기술 활용한 자막 생성기술)
– 2,3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② KitSplit(방송장비 대여 서비스)
– 주요 방송국과 협력관계 구축
③ Utelly(TV 프로그램 안내 애플리케이션)
– EU 호라이즌2020 프로젝트 참여
[표 2] IBC 추천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
기업명

설립연도

Verbit.AI

2017

음성인식 활용한 자막 생성 기술

Stirfire Studios

2010

VR 콘텐츠 제작

KitSplit

2015

통신장비 대여 및 중고 판매 플랫폼

Signal Media

2013

AI 활용한 정보추천 서비스

Seedess

2017

4K P2P 비디오 스트리밍

Aiconix.AI

2017

인공지능 활용한 비디오 최적화 소프트웨어

Limecraft

2010

클라우드 활용한 영상 제작 및 관리 시스템

Utelly

2013

TV 프로그램 안내 애플리케이션

자료 : 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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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bit.AI – AI 기술 적용한 녹취 및 자막 생성 서비스
▶

기본 정보

인공지능 활용한 녹취 및 자막 생성 서비스 제공
Verbit.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담화를 글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Ver

∘ 설립년도 : 2017년

bit.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인식 정확도를 85%까지 맞추고, 인간의 수정 작

∘ 국적 : 미국

업을 거침. 그 다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계의 실수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99%

∘ 직원수 : 51-100명

이상의 정확도를 실현하고 있음. 현재 Verbit.AI는 100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

∘ 총 투자 금액

며, 법률 및 학술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3,400만 달러
주요 활동

▶

∘ 2018년 1,100만 달러

2,3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Verbit.AI는 IT분야 투자업체 Viola로부터 2,3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받았다고 발표함.

규모 투자 유치

이로써 Verbit.AI는 총 3,4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였음. Verbit.AI는 이번에 투자받은

∘ 2019년 2,300만 달러

자금을 활용해 서비스 지원 가능한 언어를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영업, 마케팅 등에 활

규모 투자 유치

용되는 금액을 늘리고 직원 채용을 더 늘릴 계획임

●

KitSplit
기본 정보

2) KitSplit – 촬영 장비 대여 플랫폼
▶

개인 간 촬영 장비 대여 가능한 플랫폼

∘ 설립년도 : 2015년

KitSplit은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고가의 촬영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 국적 : 미국

개인 간 대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KitSplit은 도난 사고를 방지하

∘ 직원수 : 11-50명

기 위하여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촬영에 필요한 장비를 추천해주는 ‘KitSplit

∘ 총 투자 금액

Plus’ 프로그램도 출시하였음. KitSplit은 2017년 최대 경쟁업체 CameraLends를 인수하

: 210만 달러

며 사세 확장을 시작했으며, 주요 고객으로는 대형 방송국인 NBC와 복스미디어(Vox

주요 활동
∘ 2017년 경쟁사
‘CameraLends‘ 인수

Media),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등이 있음
[그림 2] KitSplit 사이트

∘ 2018년 21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 2018년 무료 음악
스트리밍 기업 ’Free
Music Archive‘ 인수
∘ 주요 고객
: NBC, 복스미디어,
내셔널지오그래픽

자료 : Kit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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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telly - TV 프로그램 안내 애플리케이션
▶

기본 정보

TV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Utelly는 시청자에게 TV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채널과

∘ 설립년도 : 201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이용자들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TV나 셋톱박스에

∘ 국적 : 영국

서 어떤 프로그램이 재생 중이며, 언제 시청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음.

∘ 직원수 : 11-50명

아울러 이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TV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주요 활동

[그림 3] Utelly 애플리케이션 소개

∘ 2014년 ‘BT Infinity
Lab’에 선정
∘ 2019년 포르투갈 Altice
Labs와 협력하여
‘EU호라이즌2020’ 참여

자료 : Google Play

▶

포르투갈 Altice Labs와 협력하여 EU ‘호라이즌2020’ 프로젝트 참여
Utelly는 포르투갈 최대 이동통신사 Alitce Portugal의 연구조직인 Altice Labs와 협력하
여 시청자들의 셋톱박스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TV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개발에
돌입함. 해당 서비스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s)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양사는 2019년 서비스의 성과를 보고 향
후 협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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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 정책 현황
[표 8] 주요 선진국 방송스마트미디어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기관

기술(정책)

주요 내용
⦁공영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안 제시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 반영한 방송 송출

문화부

(‘18) 공영미디어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신설

개혁안

⦁디지털 전략 예산 추가 편성
⦁지역 중심 프로그램 편성
⦁가짜뉴스 근절

프랑스

⦁어린이·청소년 교육 미디어 강화
⦁공영방송국과 민영방송국 2사가 협력하여

France
Televisions,

(‘18) OTT 서비스
출시

TF1, M6

프랑스 독자적인 OTT 서비스 ‘살토(Salto)’
출범
⦁2020년 1사분기 출시 예정
⦁정액 요금제로 운영될 예정
⦁BBC와 ITV가 협력하여 영국형 스트리밍

(‘17) OTT 서비스
출시
영국

서비스 ‘브릿박스(Britbox)’ 출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시
⦁50만 명 넘는 가입자 보유
⦁서비스 이용료 월 7달러로 책정

BBC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빕(Beeb) 개발 중

(‘19) 음성인식 비서 ⦁영국식 억양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

기록물 수집 중
⦁2020년 출시 예정
⦁2014년 4K·8K 방송 추진 회의 최초 개최
⦁2015년 케이블TV와 IPTV 등의 일부

일본

총무성

(‘14) 4K·8K 방송
상용화 로드맵 발표

방송에서 4K 방송 송출
⦁2017년 NHK와 일부 민영 방송사에서 4K
방송 송출
⦁2020년 도쿄올림픽 4K·8K 방송 송출 목표
⦁2025년 4K·8K 방송 상용화 목표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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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

2018 공영방송 개혁안 발표
프랑스 문화부는 공영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혁안을 발표하
였음. 이번 개혁안은 2009년 이후 실시되는 대대적인 개혁으로, 보편적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근접성, 창의성, 혁신성 등을 언급하였음

①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 반영한 방송 송출

프랑스 문화부는 프랑스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편적 모습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이 방송
국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방송 기획 시 다양한 인종과 성별, 출신 지역 등을 반영할 것을
강조함
②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신설

프랑스 공영방송사는 5억 6,000만 유로를 영상물 제작에 투자하고 있음. 프랑스는 제작
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영상물 제작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통합 플랫
폼을 신설할 계획임
③ 디지털 전략 예산 추가 편성

프랑스 문화부는 2020년까지 디지털 전략 부문에 1억 5,000만 유로를 추가 투자하여 새
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영상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방식의 혁신을 일으킬 계획임
④ 지역 중심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들의 공영 방송에 대한 근접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총체적 미디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매일 3~6시간의 지역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함
⑤ 가짜뉴스 근절

프랑스 문화부는 정보 제공을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탐사보도, 국제
뉴스, 토론 등을 확대할 것을 제시함. 아울러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공영방송사 뉴스 사이트에 진위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함
⑥ 어린이·청소년 교육 미디어 강화

프랑스 문화부는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TV 방
송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라고 인식함. 이에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
육 콘텐츠를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 콘텐츠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임
▶

프랑스 방송국 3사, 독자적 OTT 서비스 ‘살토’ 출범
프랑스 공영방송국 France Televisions와 민영방송국 TF1, M6는 약 1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하여 프랑스 독자적인 OTT 서비스 ‘살토(Salto)’를 2020년 출시한다고 발표함. 살토
는 정액 요금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요금은 월 2~8유로 사이로 책정될 전망임. 3사는 해
당 서비스의 출시를 통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국 콘텐
츠 소비를 늘리겠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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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

BBC, 독자적 OTT 서비스 브릿박스(Britbox) 출시
BBC는 2017년, 영국 최대 민영방송인 ITV와 협력하여 영국 독자적인 OTT 서비스 브릿
박스(Britbox)를 출시함. 해당 서비스는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OTT 서비스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서비스를 진행 중임. ITV는 향후 콘텐츠 개발에 6,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

BBC,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개발 중
BBC는 디지털 비서 서비스 빕(Beeb)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함. BBC의 자체 음성 비서
인 빕은 2020년 출시될 예정으로, 현재 내부 팀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그동안
미국 기업들의 음성 인식 기기는 영국식 억양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BBC는 빕이 영국 억양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BBC 팀원들의 음성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빕의 소프트웨어는 BBC 웹사이트와 스마트TV에서 이용
가능한 BBC iPlayer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될 예정이며, 아마존과 구글처럼 스피커 기기
출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짐

3) 일본
▶

4K·8K 방송 상용화 로드맵 발표
일본 총무성은 2014년, ‘4K·8K 방송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
서 4K·8K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에 일본 총무성은 2014년 4K·8K 방송
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BS 방송 및 도쿄 110도 CS 디지털 방송과 일부
케이블TV, IPTV에서 4K·8K 방송을 송출하였음. 2017년에는 NHK와 민영 방송사의 일
부 프로그램에서도 4K·8K 방송 송출을 시작하였음. 한편, 총무성은 도쿄 올림픽 이후
4K·8K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상용화 계획을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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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남방국가 정책 현황
[표 9] 신남방국가 방송스마트미디어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기관

기술(정책)

투자

(‘17) OTT 서비스

조정

제공업체 세금납부

인도

위원회

의무

네시아

통신
정보

주요 내용
· 해외 OTT 서비스 업체에 세금 납부 의무화
· 인도네시아 은행계좌 개설 필수

· IPTV의 법적 범위 규정
(‘10) IPTV 규제안

· IPTV 사업자는 최소 2개의 인도네시아

기술부

정부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함

(‘19) 가짜뉴스 유포
금지법

싱가
포르
정보

(‘18) 디지털 방송

통신부

전환

· 가짜뉴스의 임의 삭제 및 유포자 처벌 가능
· 허위계정 유포 계정에 대해 차단 요구 가능,
불이행 시 벌금 부과

· 2018년 말까지 디지털 TV 업그레이드 완료
· 일부 저소득 가구에 디지털 TV 업그레이드
지원할 계획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1) 인도네시아
▶

OTT 서비스 제공업체, 세금 납부 의무화
인도네시아에 OT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해외 업체들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세금 고유 번호와 서비스 내용,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인
도네시아 내에 OTT 서비스 관련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한다면 인도네시아의
투자조정위원회(BKPM,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에서 발급하는 면
허를 제출해야 함. 아울러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불은 인도네시아 안에서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IPTV 규제안
2010년 1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가 새로운 IPTV 규제안
을 발표함. 해당 법안에서는 IPTV의 법적 범위를 linear & non-linear TV 방송,
PPV(Pay- Per-View), 양방향 서비스,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자거래
서비스 등으로 규정함. 새로운 IPTV 규제안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유선, 멀티
미디어, 유료 방송 라이선스를 확보한 최소 2개의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함. 그밖에도 IPTV 네트워크와 시스템, 서비스 지역, 서비스 품
질, 콘텐츠, 보안, 요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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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남방국가 정책 현황
2) 싱가포르
▶

‘온라인 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금지법’ 발효
싱가포르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뉴스에 대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
나 공유하는 경우 임의로 기사를 삭제하고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201
9년 10월부터 발효함. 해당 법안의 발효로 싱가포르 정부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
는 계정을 막아 달라고 인터넷 업체에 지시할 수 있으며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음. 만약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됨

▶

2018년까지 디지털 방송 전환 완료
싱가포르는 2018년 말까지 디지털 TV로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일부 저소득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
진. 2017년 11월까지 아직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 139,000가구 중 절반 정도가
전환을 마친 상태. 싱가포르 국영 방송사인 Mediacorp는 7개의 채널을 모두 디
지털로 변환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디지털 방송으로만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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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ester ‘TV 산업은 현재 지각 변동 중’
▶

●

소속

Forrester

직위/

Principal

부서

Analyst

TV 산업은 오랫동안 아주 큰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 왔음. TV 관련 기술은 점점 발달하
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스트리밍 서비스 수용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TV 산업은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임
▶

전문가

TV 산업은 끊임없는 변화에 맞서는 중

Jim Nail

케이블 TV 중심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 중
2019년 초,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가 확정되면서 TV 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했음.
해당 인수로 디즈니는 훌루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울 전망이며 이는 전통적인 TV 서비스를 위협할 것으로 간주되
고 있음. 아울러 디즈니의 밥아이거(Bob Iger) 최고경영자는 “케이블 TV의 묶음형 서비
스는 매우 중요한 사업 방식이지만, 소비자가 150개나 되는 채널을 모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며 서비스의 변화를 예고했음. 워너미디어 역시 독자적인 OTT
서비스 HBO맥스(HBO Max)를 출시하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 케이블 TV 방영에 앞
서 HBO맥스를 통해 선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OTT 서비스의 영향력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TV 산업에서 일어날 변화 3가지

① 유료TV 서비스 해지 증가

아직 전통적인 TV 서비스를 해지하는 사람의 비중은 많지 않음.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필요 없는 채널에 대한 구독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향후 TV 서비스 해지로 연결될 것으로 보임
② 대중을 위한 TV에서 개인을 위한 TV로 이동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프로필을 등록해야 함. 이에 따라 서비스 제
공업체들은 가입자 개인 및 가족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광고주들은 보다 타깃팅된 광고
를 제공할 수 있음
③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방식의 변화

기존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OTT 서비스 규모가 크지 않아 광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함.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기반
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경향을 줄어들 것으로 보임. 개인화된 TV 서비스에 맞춰 정확한
타깃팅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케팅 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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