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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등의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OTT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들로 OTT 사업자들이 서비스 기에 이용자의 선호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과 와이 이(Wifi)가 없는 곳에서 OTT 이용 시 개인 데이터가 소진되어 이용 요 에 

부담을 느끼므로 OTT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에 을 두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

어패 조사 자료를 이용해, 최근 3년 사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OTT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의 주

요 이용 콘텐츠와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주요 이용 콘텐츠, 이용자의 OTT 서비스 주요 

이용 장소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OTT 서비스의 최  장 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OTT 서비스 사업자가 앞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략을 세워나가야 하는 지에 한 시사 을 제안한다.  

■ 중심어 :∣OTT∣미디어∣콘텐츠∣이용자 특성∣이용 장소∣
Abstract

The OTT service in Korea is not as popular as that in the U. S. This study argues that one 

of the major reasons of poor performance of OTT in Korea is that the OTT service providers 

did not acquire attracting contents, thus failing to appeal to Korean users. The other reason is 

Korean users are not willing to use OTT services because of high telecommunications fees to 

use OTT services. That is why most OTT users are using OTT services in WiFi zones, such 

as house, workplace, or schoo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pular OTT contents in recent three 

years, and how these popular OTT contents are provided in OTT service platforms, and how 

these contents are used in different pla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OTT service providers' strategies in the future, and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OTT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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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OTT 서비스는 ‘오버 더 탑(Over-The-Top)의 약자

로서, 기존 매체와는 달리 특정한 망에 종속되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동 상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OTT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

츠를 시청할 수 있는 장 으로 인해[1][2], 그 이용이 크

게 확산될 것으로 상되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넷

릭스를 심으로 한 OTT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크게 

각 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이블TV 서비스의 

가입자를 어들게 만드는 ‘코드커 (cord-cutting)’ 

상이나 ‘코드쉐이빙(cord-shaving) 상이 일어나고 있

다. 2017년 10월까지 넷 릭스 서비스의 체 가입자 

수는 1억 천만 명에 도달했다[3]. 이 수치는 미국 유료 

방송 사업자의 총가입자 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넷 릭

스가 미국 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유료 방송 사

업자가 된 것을 의미한다. 한 2017년 9월 아마존 라

임의 회원 수는 900만 명으로 2016년 6월보다 6,300만 

명, 2015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4]. 

2016년 미국 로드밴드 가구의 약 60% 가량이 OTT

에 가입하고 있고, 이들  53%가 넷 릭스를 이용하

고 있으며, 아마존 라임이 25%의 유율을 보이고 

있다[5]. 반면 재 미국 상  13개 유료TV 사업자들은 

2014년 약 12만 5,000명의 TV 가입자 순감소를 기록하

고 있다. 컴캐스트 역시 2015년 2분기에만 6만 9,000명

의 이블 TV 가입자 감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미

국의 OTT 서비스가 통미디어를 할 정도로 성장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6].

국내에서도 지상  방송사, 통신사업자, 인터넷 콘텐

츠 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가 OTT 서비스 사업을 시

작했으나, 아직까지 이 다 할 실 을 보여주지는 못하

고 있다. 국내 OTT 서비스는 2010년 7월 CJ E&M의 

티빙(tving)에서 가장 먼  시작 다. 뒤이어 2011년 

SK 텔 콤의 호핀(Hoppin) 서비스가 출시 다. 그런데 

사실 티빙과 호핀보다 앞서 곰TV는 2004년부터 동

상 이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 

RMC(Ready Made Content)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지상  방송사는 웹사이트에서 자사 로그램

을 무료 는 유료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

상 방송3사가 연합해 2009년 8월에 콘 (Conting)이

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지상  로그램을 모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콘 으로 들어가더라

도 로그램을 보려면 다시 각 사별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한 서비스 다. 이후 스마트폰이 리 보 되

면서 방송3사는 앱을 개발해 자사의 동 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당시 SBS는 남아공월드컵을 단독으로 계

했는데, 이를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안을 만

들기 해 TV스트리 용 앱인 고릴라 3.0을 출시했다. 

이후 MBC가 푹(pooq), KBS가 이어K를 출시했다. 

방송3사가 TV스트리  앱을 무료로 제공하니 트래픽

이 폭증했지만 고 단가가 낮아서 수익이 별로 없었

다. 이에 지상  방송 4사(MBC, SBS, KBS, EBS)는 

2012년 콘텐츠연합 랫폼을 설립하고 방송 4사의 앱을 

통합한 푹(pooq) 서비스를 2011년 9월부터 유료화 했다

[6]. 2016년 미국의 넷 릭스가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같은 해에 왓챠 이어와 같은 새로운 

OTT 서비스 사업자가 출 하기도 했지만 가입자는 미

미한 수 이다. 물론 최근 들어 통신 3사를 심으로 모

바일 IPTV를 심으로 한 OTT 서비스가 차 이용자

들의 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통 유료방

송사업자들을 할만한 수 은 아니다.

국내 시장에서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

인들로는 기존 유료방송에 비해 OTT의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으며, 불법으로 동 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

가 여 히 많고,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결합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OTT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등이 지 된다[7]. 한, 국내 OTT 서

비스의 경우 독자 인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채, 여

히 지상 의 콘텐츠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

도 있다[7]. 그밖에 기존 연구들은 국내에서 OTT서

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들을 한국 미디어 시장의 

구조  문제 에 을 맞추어 분석해 왔다 [2][8][9]. 

그러나 국내 OTT 서비스 시장이 미진한 이유들을 

OTT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특성과 OTT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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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OTT 서비스 시장의 황을 

살펴본다. OTT 서비스가 국내에서 좀처럼 크게 확산

되지 못했던 원인으로 ‘OTT서비스 이용자의 선호 콘

텐츠’가 주요 변인으로 선정된 이유는, 치열한 동 상서

비스 시장에서 살아남기 해서 OTT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OTT서비스 주이용 장

소’가 주요 변인으로 선정된 이유는, OTT서비스가 기

존매체보다 이동형 장소에서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강

이 있기 때문이다. 즉, OTT 서비스 이용자가 주로 선

호하는 콘텐츠가 다양한 OTT 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OTT 서비스가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

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에 기반해 살펴볼 것

이다. 한 지난 3년간 국내 OTT서비스 시장 규모가 

에 띄게 확 되고 있는 실을 반 하여, 최근 3년간

의 국내 OTT서비스 시장 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OTT 서비스의 활성화를 한 략을 제안한다. 

Ⅱ. 한국의 OTT 서비스 시장 현황

1. 시장 현황

재 국내에서 넷 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 외에 국

내 지상  방송사, 이블TV 방송사, 이동통신사, 포털 

사업자 등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방송 로그램이나 

기타 콘텐츠에 한 OT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0]. 

OTT 서비스는 기존의 유료 방송과는 달리, 이용자들

이 시간 ,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 [11]과 자체 인 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10] 때

문에 많은 사업자들에게 매력 인 서비스임에 틀림없

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OTT 서비스는 재 성장 단계

일 뿐이고, 아직 해외의 OTT 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산업  경쟁력을 갖췄다고 단하기는 이르다[10]. 

한국의 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역량  

처한 상황에 따라 폐쇄 는 개방, 유료 는 무료+ 고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이다[12]. 

를 들어 [표 1]의 SK텔 콤은 자사가 보유한 막 한 

유무선 가입자를 기반으로 자사의 방송통신서비스 가

입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쇄 인 략을 취하

고 있다. 

한편, 국내 주요 OTT 서비스 황을 나타낸 [표 1]을 

보면, MBC와 SBS의 합작으로 탄생한 푹(pooq)은 20만

여편의 VOD를 제공하며 다른 국내 주요 OTT 서비스

에 비해 제공하는 콘텐츠의 수가 압도 으로 많다. 푹

(pooq)을 제외한 통신사의 OTT서비스인 티빙(Tving), 

올 TV모바일, LTE비디오 포털은 ‘이용자의 시청 장

르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 큐 이션 시스템’을 제공한다

는 특이 이 있다[13]. 

국내 OTT 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여 히 지상  

콘텐츠가 가장 큰 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국

내 주요 OTT 서비스  지상  콘텐츠를 주력으로 서

비스하는 푹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3], 앱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푹TV 유‧무

료 가입자의 2017년 7월 평균이용시간은 9.7시간으로, 

유투 (13.2시간) 바로 다음 순 에 치했다[14].

사업자 서비스 VOD 주요 특징

콘텐츠 연합 
랫폼
(MBC,
SBS)

푹
(pooq)

20만여편

- MBC와 SBS의 합작으로 만
들어진 OTT 서비스임

- 지상파 콘텐츠 제공

SK텔 콤
티빙
(tving)

8만 
5천여편

- 방송클립, MCN, 자체 제작 
프로그램 제공

- 자사 통신자 이용자 전용관
을 통해 별도의 서비스 제공

- 개인화 및 큐레이션 시스템

KT
올 TV
모바일

11만여편
- 가입통신사와 관련없이 누구

나 설치 가능
- 개인화 및 큐레이션 시스템

LG
유 러스

LTE비디오 
포털

18만여편

- 외국어, 자격증, 명사특강 등 
지식생활정보 관련 VOD서
비스

- 3개월 시청 장르 분석을 통
한 1:1 맞춤 추천

표 1. 국내 주요 OTT 서비스 현황

국내 OTT 서비스 시장에서는 재 두 가지 부류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나는 지상   이블 방

송채 의 로그램, 화와 같은 문 인 인력과 설비

로 제작되는 콘텐츠, 즉 기성 제작 콘텐츠(RMC, Ready 

Made Content)를 제공하는 OTT서비스이고,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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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반인 는 문가들에 의해 제작되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를 제공하

는 OTT서비스이다. 이  자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좀처럼 늘지 않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

의 경우에는 UGC 이용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UGC 

크리에이터의 수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UGC 크

리에이터를 리하기 한 문 회사도 설립되고 있다. 

한 고를 통한 수익모델을 구축하는[15] 등 UGC 시

장의 성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지상   이블 방송채 의 로그램과 화

를 제공하는 푹, U+TV 모바일, Olleh TV모바일 등을 

주이용 서비스로 하는 이용자들의 비율은 비교  낮지

만,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방송 로그램의 짧은 클립

상을 제공하는 유튜 , 페이스북, 네이버TV캐스트 등

을 주이용 서비스로 하는 이용자들의 비율은 상 으

로 높다[12]. 

서비스 유튜 페이스북
네이버TV
캐스트

아 리카
TV

다음TV팟

이용률 31.0 10.8 8.5 3.9 2.9

서비스 푹(pooq)
U+TV 
모바일

곰TV
Olleh 
TV모바일

Btv
(옥수수)

이용률 2.4 2.3 1.4 1.0 0.9

방송통신위원회(2016) 기준[12]

표 2. 주 이용 OTT 서비스

그러나 국내 OTT서비스는 무료이용률에 비해 유료 

이용률은 히 낮은 편이다. 특히, [표 3]에서 체 

OTT 서비스 이용자 에 OllehTV(이용률 1.3%), Btv

(옥수수;이용률 1.2%), U+TV(이용률 0.9%)의 유료 이

용률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

으로, 이들 서비스가 통신서비스와의 번들링으로 매

우 렴한 가격에 제공되어 많은 유료 이용자를 확보하

기는 하 으나 이용률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서비스 Olleh TV
Btv
(옥수수)

U+TV
푹
(pooq)

곰TV
티빙
(tving)

이용률 1.3 1.2 0.9 0.7 0.6 0.2

방송통신위원회(2016) 기준[12] 

표 3. 정액제 또는 유료로 이용한 OTT 서비스

2. 규제 현황

한국은 OTT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

에 OTT 서비스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거는 설득력

을 얻고 있지 못하다. 국내에서 OTT서비스는 방송서

비스가 아니라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다[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미디어이용패  데이

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상 TV 방송 로그램을 

보기 해 유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3.8%이며 동 상, 화를 시청하기 해 유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2.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더욱이 OTT 서비스는 TV를 켜

면 자동으로 나오는 서비스도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하는 리니어 서비스이다. 그만큼 시청

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미디어라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 OTT서비스를 기존 미디어와 동일한 

시장으로 간주하고 규제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만

일 OTT서비스가 기존 미디어와 치열한 경쟁 계를 구

축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비해서 OTT서비스와 기

존 미디어 간의 경쟁상황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

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콘텐츠가 이블

TV나 성방송, IPTV와 같은 통  유료TV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와 OTT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송방식의 차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규제가 용

될 수 있는가에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서

비스는 해당서비스가 어떤 망을 통해 제공되는지에 상

없이 동일한 규제의 용을 받아야 한다는 수평  규

제체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OTT서비스의 보 이나 이용률은 

히 낮은 수 이고, OTT 서비스의 범 를 어디까

지 포함할 것인가에 해서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시 에서는 OTT서비스와 

기존 미디어 간 규제형평성 이슈를 논하기 보다는 한국

에서 OTT서비스의 활성화를 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할 것이다.

 

3. 국내 OTT 서비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콘텐츠의 만연과 낮은 유료방

송요 체계로 인해 OTT콘텐츠에 돈을 지불하고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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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한 거부감이 높다. 2016년 방송통신 원회

가 발표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료 

OTT 서비스를 이용해본 응답자는 4.7%에 불과하다

[16]. 체 응답자 2,629명 가운데 95.3%는 유료 서비스

를 이용한 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내 OTT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조 씩 성장하고 있다. 

국내 OTT 동 상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5년은 약 

3,178억 원으로 2014년 비 2배 성장했고, 2016년은 약 

3,884억 원으로 2015년 비 약 53.7% 성장했다[14][17]. 

한 국내 OTT 서비스의 2015년 고매출 규모(1,352

억원)는 2015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VOD 고매출 규

모(965억원)의 1.4배 정도에 해당한다[17]. 이는 최근 

OTT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소비자들이 OTT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에도 OTT 서비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은 한국에서 

OTT서비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 다. 

지난 1월 큰 인기를 얻은 tvN 드라마 ‘도깨비’를 실시간

으로 시청하기 해 OTT 서비스 랫폼인 티빙(tving)

에 속한 사용자는 19만 2,000명에 달했고, 종  후 제

작사가 VOD로 얻은 수익은 80여 억 원으로 알려졌다

[18]. 한 최근 종 한 SBS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

는 본방송 시청률 24.0%(닐슨코리아)로 큰 인기를 얻었

는데, OTT 서비스 랫폼인 푹(pooq)과 홈페이지 

VOD드라마 이용자수도 SBS 드라마 순  1 를 기록

했다[19]. 즉, OTT 서비스 랫폼을 통한 실시간 방송 

시청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용자가 TV가 아닌 OTT 서

비스로 본방 사수 행동을 보 다는 에서 OTT 서비

스가 기존 매체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체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

한 실시간 방송에 한 이용의 비 이 어들고 

신 VOD 서비스의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실

에 비추어 볼 때, 시청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가 

OTT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정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시청자들의 TV시청습 이 변화하면서 

볼만한 콘텐츠에 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시청하려

는 시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시청수요의 증가와 함께 OTT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인 라도 시간이 갈수록 성장

을 거듭하고 있다.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기기들 의 하나인 스마트폰 보  수는 2014년에 이

미 4,000만 를 넘어섰으며, 2016년 휴 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86.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20  

시청자 약 5명  1명은 TV 수상기 신 스마트기기로 

방송 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실시간 시청보다 

몰아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한 LTE

(롱텀에볼루션) 네트워크도 진화하면서 OTT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이 지속 으로 향상되고 있다. 

여기에 구나 손쉽게 근이 가능한 포털사이트에

서도 최근 들어 동 상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 OTT서비스 시장에서 독보 인 존재 던 

구 의 유튜 가 한국의 지상 방송사들과 결별하

고, 네이버 TV캐스트가 2014년 12월부터 한국의 지상

 방송사들의 콘텐츠 제공을 시작하 다. 2015년도 네

이버 TV캐스트 방문자수는 약 541만 명, 2016년도 방

문자수는 약 2,353만 명으로 2년 사이에 이용자가 4배

나 증가했다[17]. 한 2016년 출시된 월정액 VOD 스

트리  서비스 왓챠 이가 1년 만에  가입자 수 

64만 명을 돌 하고, 같은 해에 국내 진출한 미국 넷

릭스와 경쟁함으로써 한국에서 OTT 서비스 시장의 미

래는 그야말로 격동기를 맞고 있다. 2017년 다음카카오

는 ‘카카오TV’와 ‘다음TV팟’을 통합하여 ‘카카오TV’를 

출시했다. 

20  시청자  방송 로그램을 실시간 시청하는 것

보다 몰아보기를 선호하는 비율이 21.9%로 가장 많이 

집계될 정도로 시청자의 몰아보기(binge viewing) 비

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콘텐츠 소비 시장은 왓챠

이와 넷 릭스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 의 

하나이다[16].

Ⅲ. 국내 OTT 서비스의 선호 콘텐츠와 이용 

장소

FCC(2012)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의 시장 활동에 

있어 콘텐츠와 네트워크가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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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 바 있다[1]. OTT 서비스 이용자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안정 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하고자 하

기 때문에, 고품질의 인기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용자들

에게 서비스를 안정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

경을 제공하는 것이 련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 

요하다는 것이다. Cha(2013)는 디지털화된 동 상 콘

텐츠가 보편화 되고, 온라인으로 동 상 콘텐츠가 손쉽

게 여러 매체에 공유되면서 이용자들은 동 상 콘텐츠

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

이 언제 어디에서나 동 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1]. 양명자(2013)는 N-스크린 서비

스의 구매의도에 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 네

트워크에서 동일한 콘텐츠에 근할 수 있는 특성과 수

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의 유무라고 하 다[21]. 김치

호(2016) 는 MCN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을 설명하

며, 통 인 방송시장도 더 이상 방송채 의 랜드보

다는 오리지  콘텐츠에 시청자들이 더욱 심을 가지

고 있으며, 넷 릭스의 '하우스오 카드(House of 

Cards)'를 로 들며, 콘텐츠 이용자의 선호에 맞는 콘

텐츠 생산의 요성을 강조했다[15]. 즉 이용자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안정 인 네트워크 환경이 

제공되는 가운데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

용자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이 요하다

는 것이다. 재 한국에서 OTT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

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련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

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재 국내에서 출시되어 있는 OTT 서비스

들의 경우, 이용자들이 원하는 종류의 콘텐츠가 얼마나 

충분히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장소의 제약을 받

지 않고 얼마나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

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규모가 2014년 비 2015년에 

두 배, 2015년 비 2016년에는 약 53.7% 성장하고 있

는 OTT 서비스 시장[17][22]의 최근 3년간 변화를 

으로 분석하며, 구체 으로 한국에서 OTT 서비스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것이 실제 사업자들의 서비스 랫폼들에서 제 로 제

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OTT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보고, 언

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의 특성에 맞

게 이용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지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

들에 해 답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문제 1. 최근 3년간 국내 OTT 서비스 이용자들

이 주로 이용해 왔던 콘텐츠는 무엇이고,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가?

연구문제 2.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OTT 서비스 사업

자들은 국내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수

요가 높은 콘텐츠를 어느 정도 제공했는

가?

연구문제 3. 최근 3년간 국내 OTT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어떻게 

달라졌나?

연구문제 4. 산출된 소폭을 근거로 보았을 때, 최근 

3년간 국내 OTT 서비스 이용자들은 얼

마나 다양한 장소에서 OTT 서비스를 이

용했는가?

Ⅳ.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에 답하기 해 KISDI의 한국

미디어패 조사 (2014년~2016년)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미디어패 조사  미디어다이어리 조사는 매년 

정해진 패 들을 상으로 3일간의 미디어 이용을 15

분 단 로 다이어리에 기입하도록 하 다. 미디어 다이

어리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은 약 10,000명(2016년 

기 )으로 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자 이용하는 미

디어 기기(매체), 미디어 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

(행 ), 미디어 기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연결),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에 수면을 했는지 여부 등을 15

분마다 기록하 다. 즉, KISDI의 미디어다이어리 데이

터는 응답자들이 특정한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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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며, 응답자들이 3일 간 이용하

는 미디어 이용 행태를 일기처럼 기록한 자료이다( 복 

응답 불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 일기와 

다름없는 KISDI의 원데이터를 2차 가공하여, OTT를 

이용하는 응답자를 추려내었다. KISDI의 원데이터를 2

차 가공하는 방법은, 응답자가 기록한 매체, 행 , 연결, 

수면 값을 ‘OTT 서비스 이용시 경우의 수’로 조합하여 

소폭 공식에 따라 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에 답하기 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응답자가 OTT 서비스를 통해 이용한 콘텐츠 종류를 

조사하 다. 콘텐츠 종류는 지상 채  로그램, 이

블채  로그램, 종편채  로그램, 화, UCC로 분

류하여 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2에 답하기 해 한국의 주요 OTT 서비스 

랫폼인 푹(pooq), 티빙(tiving), Btv(옥수수), 곰TV를 

상으로, 연구문제 1에서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시청률 상  20개의 지상 채  로그램

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최근 

방 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오래 에 방 된 인기 콘텐

츠들도 OTT 서비스로 제공되는 지 알아보기 해 1주

일 (2017년 9월 4일~9월10일), 3개월 (2017년 6월 5

일～6월 11일), 1년 (2016년 9월 5일～9월 11일), 3년 

(2014년 9월 8일～9월 14일), 6년 (2011년 10월 24

일～10월 30일) 시청률 상  20개 로그램을 알아보았

다. 시청률은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서 각 시기별로 

조사한 시청률 자료를 활용하 다. 

연구문제 3에 답하기 해 연도별로 이용자들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별 이용시간을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리고 연구문제 4의 검증을 해 장소별 이용

시간을 미시  차원의 자원으로 하여 소폭(niche 

breadth)을 구할 것이다.

소폭이란 어떠한 매체가 특정 거시  차원의 자원

을 확보함에 있어서 해당 자원의 미시  차원의 자원들

을 얼마나 골고루 차지하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소폭

이 높을 경우, 그 매체는 미시  차원의 자원들을 골고

루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 로 소폭이 낮을 

경우에는 그 매체가 미시  차원의 자원들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3]. 컨 , 거시  차원의 

자원을 이용자의 매체 이용시간이라고 하고, 미시  차

원을 각 장소별 매체 이용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이용자

가 어떠한 매체를 각 장소별로 비교  고른 시간동안 

이용하면 소폭이 높게 산출되고 이용자가 어떠한 매

체를 어느 한 장소에서만 집 으로 이용하면 소폭

이 낮게 산출된다. 

소폭은 이승엽‧이상우(2014)와 Dimmick(2003)에

서 사용한 수식을 용하여 산출하 다[23][24]. 



 








수식에서 B는 소폭을 나타내며, c는 장소의 개수, 

pk는 장소 k에서의 매체 이용시간을 체 장소에서의 

매체 이용시간으로 나  값이다. pk는 상 이용량

(relative utilization)이라고도 한다[25]. 소폭의 최  

상한값은 1이며, 1에 가까울수록 매체가 모든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만큼 고르게 이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반 로 소폭이 1보다 작고 1/c에 가까울수록 그 

매체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주로 이용되었음을 의

미한다[23]. 

Ⅴ. 연구결과

1. OTT에서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와 OTT 사업자

들의 콘텐츠 제공 현황

연구문제 1은 국내 OTT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

텐츠 ,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 종류가 무

엇인지에 해 각 콘텐츠의 이용시간을 측정해 알아본 

것이다[표 4]. OTT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지상 , 이

블, 종편채  로그램과 화, UCC 콘텐츠 모두 이용

시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 으로 증가했다.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한 콘텐츠는 2014년에는 화, 지

상 채  로그램, 이블채  로그램 순이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화, 지상 채  로그램, UCC 

순이었다. 즉, OTT서비스 이용자들은 2015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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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채  로그램 이블채  로그램 종편채  로그램 화 UCC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이용시간 (분) 12390 13245 16740 4020 7860 8760 3765 4005 4650 15375 96450 77190 1590 12975 11205

이용횟수 (회) 117 173 192 28 90 102 127 35 64 458 915 914 41 164 144

이용자수 (명) 114 110 192 23 61 95 110 27 64 458 502 499 35 125 81

평균이용시간 108.7 120.4 87.2 174.8 128.9 92.2 34.2 148.3 72.7 33.6 192.1 154.7 45.4 103.8 138.3

평균이용횟수 1.0 1.6 1.0 1.2 1.5 1.1 1.15 1.3 1.0 1.0 1.8 1.8 1.2 1.3 1.8

성별
남 52 55 85 14 29 44 53 10 23 174 246 232 24 68 34

여 62 55 107 9 32 51 57 17 41 203 256 267 11 57 47

연령

6~9세 2 5 1 0 1 0 1 1 2 17 44 22 0 7 4

10~19세 24 16 25 4 12 10 16 3 2 150 179 180 9 44 32

20~29세 21 22 38 9 15 22 25 7 16 95 128 139 9 33 22

30~39세 11 16 23 2 8 10 15 4 10 38 55 55 5 16 9

40~49세 39 30 60 6 13 31 31 6 20 55 62 66 9 15 11

50~59세 14 13 33 2 8 16 15 5 10 16 28 32 2 7 3

60~69세 1 2 3 0 2 6 4 0 4 3 4 3 1 3 0

70세이상 2 6 9 0 2 0 3 1 0 3 2 2 0 0 0

주1) 한국미디어패널 데이터 조사는, 패널이 15분을 1단위로 기입-1분을 이용해도 15분으로 입력–하므로, ‘이용시간’은 최대 이용시간으로 가정함
주2) 이용횟수는 이용자가 최소 2번 이용한 경우인 중복값도 포함함 

표 4. 2016 콘텐츠 종류별 OTT 이용시간과 이용자 특성

화와 지상 채  로그램 그리고 UCC를 주로 시청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비 2015년도에 화 이

용시간은 약 6.3배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도까

지 지상 채  로그램 이용시간은 이블, 종편채  

로그램 이용시간보다 약 2~4배 정도 많았다.  2014년 

비 2015년도에 UCC 이용시간은 약 8.2배 증가했다.

연구문제1에서는 추가로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

구통계학  특성인 성별, 연령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표 4]. 성별의 경우 

모든 콘텐츠에서 체 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긴 하

나 2016년에는 지상 , 이블, 종편채  로그램과 

화, UCC 콘텐츠 모두 여성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UCC의 경우 2015년까지는 다른 콘

텐츠에 비해 남성 이용자가 많았지만 2016년부터 여성 

이용자가 많아짐으로써 역 된 수치를 보 다. 

우선, 지상 채  로그램과 종편채  로그램은 

40~49세의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2014~2016 지상  평

균 30.9%; 종편 평균 27.2%), 20~29세의 이용자

(2014~2016년 지상  평균 19.4%; 종편 평균 24.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이블채  로그램, 화, UCC 콘

텐츠는 20~29세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2014~2016 이

블 평균 29.0%; 화 평균 26.2%, UCC 평균 26.4%), 

40~49세 이용자(2014~2016 이블 평균 26.7%; 화 평

균 13.4%; UCC 평균 17.1%)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통계학  특성 별 OTT 이용 황의 특성을 종합

해 보면, 여성 이용자가 남성 이용자보다 OTT 콘텐츠

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20~29세 이용자는 이블

채  로그램, UCC, 화 순으로, 40~49세 이용자는 

지상 , 종편채  로그램 순으로 OTT 콘텐츠를 많

이 이용했다. 

연구문제2는 연구문제 1에서 나타난 인기 콘텐츠들

이 OTT 서비스 랫폼에서 얼마나 실시간으로 제공되

고 있는지, 최근 3년간 OTT 사업자별 제공되는 콘텐츠

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5]. 

연구문제 1을 통해 화 다음으로 지상 채  로그

램이 수요가 높은 콘텐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화 콘텐츠의 경우 이용시간과 이용자 수가 가장 많지

만 최신 인기작에 한 기 이 모호하고, OTT 서비스 

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최신 인기작을 제공하는 경우

는 드물었다. 를 들어 유료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Btv(옥수수)만 보더라도 OTT 서비스 정액권으로 볼 

수 있는 화는 1년  화인 경우가 부분이며, 최신

화를 볼 경우 별도의 여비(약 5,000~10,000원)를 지

불해야 한다. 이는 화 콘텐츠의 경우 각각의 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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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TT 서비스 랫폼사와 화사 간의 계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반면 지상 채  로

그램은 공식 인 시청률 기 에 따라 인기 로그램의 

기 을 명확히 세울 수 있고, OTT 서비스 랫폼사와 

방송사간의 계약이 되어 있다면 부분의 로그램이 

OTT 서비스 랫폼에 업로드 되는 데 제약을 받지 않

는다. 이에 따라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지상 채  

로그램이 OTT 서비스 랫폼에서 얼마나 제공되고 있

으며, 최근 3년 동안 콘텐츠 제공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2017년 9월 재 지상 방송사(KBS, MBC, SBS), 

이블사(CJ 헬로비 ), 통신사(SK), 인터넷 방송사(곰

TV)를 표하는 OTT 서비스인 푹(pooq), 티빙(tving), 

Btv(옥수수), 곰TV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CJ 헬로

비 의 티빙(tving)을 제외한 모든 랫폼에서 시청률 

상  20개의 지상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지상

 방송사가 연합하여 설립한 푹(pooq)의 경우 시청률 

상  20개 로그램  20개 모두 제공하고 있었고, 

Btv(옥수수)는 18개, 곰TV는 17개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CJ 헬로비 의 티빙(tving)은 4년  까지 12~13

편의 지상 채  로그램을 제공했지만 2015년 11월

부터 지상  방송사와의 계약을 단해 재까지 지상

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표 5]의 6년 과 4년  데이터를 보면 6년  OTT 

서비스 기부터 4년 까지 지상 연합 랫폼인 푹

(pooq)을 제외한 부분의 랫폼에서 지상 채  

로그램 제공은 미미했다. 그러나 3년 부터 지상 와 

계약을 단한 티빙(tving)을 제외하고 푹(pooq), Btv

(옥수수), 곰TV 랫폼이 모두 지상 채  로그램을 

극 으로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이는 3년 인 2014

년에서 2015년 사이 OTT 랫폼 이용자가 2배 이상 늘

었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OTT 서비스 시장규모

가 약 53.7% 성장[17] 했다는 사실과 계가 있을 수 있

다. 즉, OTT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지상 채

 로그램을 부분의 OTT 사업자들이 극 으로 

업로드한 것이 OTT 랫폼 활성화에 향을 끼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UCC 콘텐츠 소비

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연구결과1에 따르면 2014년 

비 2015년도에 UCC 콘텐츠 이용시간이 8.2배 증가했

고, 2016년에도 UCC 콘텐츠에 한 선호도는 여 하

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UCC 콘텐츠 

수 이 필요한 시 이라고 생각된다.

기 간
로
그램
방송사

푹
(po-
oq)

티빙
(tv-
ing)

Btv
(옥수수)

곰TV

1주일 

KBS1 7 0 5 4

KBS2 3 0 3 3

MBC 2 0 2 2

SBS 8 0 8 8

소계 20 0 18 17

3개월 

KBS1 6 0 3 3

KBS2 4 0 4 3

MBC 4 0 4 4

SBS 5 0 6 6

소계 19 0 17 16

1년 

KBS1 5 0 2 3

KBS2 5 0 4 5

MBC 6 0 6 7

SBS 2 0 3 3

소계 18 0 15 18

3년

KBS1 4 0 1 1

KBS2 5 0 4 6

MBC 5 0 5 2

SBS 3 0 2 3

소계 17 0 12 12

4년 

KBS1 4 2 0 1

KBS2 6 4 5 4

MBC 4 4 1 0

SBS 3 3 1 2

소계 17 13 7 7

6년 

KBS1 0 2 0 0

KBS2 4 5 0 1

MBC 6 0 0 0

SBS 3 1 0 3

소계 13 8 0 4

합 계 104 21 69 74

표 5. OTT 종류별 지상파 시청률 상위 20위 프로그램 제

공 현황                               (단위: 편)

2. 이용 장소 

연구문제 3은 이용자들이 OTT 서비스를 어느 장소

에서 주로 이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표 6]. 각 장

소별로 이용자들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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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

2014년 2015년 2016년

이용시
간

비
율

이용
시간

비율
이용시
간

비
율

(분) (%) (분) (%) (분) (%)

본인 
주거

본인
주거
공간

2053 82.9 106605 79.2 6518 82.5

직장 

교육
시설

직장 77 3.1 7035 5.2 393 5.0

교육
시설 

57 2.3 6660 5.0 349 4.4

이
동 

교통
수단

120 4.8 6555 4.9 226 2.9

개인
교통
수단

23 0.9 750 0.6 32 0.4

개인
이동/
환승
기

16 0.7 690 0.5 10 0.1

기타

오락
시설

0 0.0 345 0.3 8 0.1

요식업
시설

22 0.9 1605 1.2 81 1.0

체육
시설

37 1.5 1680 1.3 59 0.8

상거래 
시설

16 0.7 450 0.3 68 0.9

종교
시설

4 0.2 930 0.7 39 0.5

휴양지
4 0.2 210 0.2 13 0.2

타인
주거
공간

36 1.5 915 0.7 77 1.0

기타 
시설

12 0.5 105 0.1 6 0.1

합계 2477 100 8969 100 7903 100

표 6. 각 장소별 OTT 이용시간

아본 결과, OTT 서비스는 본인 주거공간에서 가장 많

이 이용되고 있었다. 본인 주거공간에서 OTT 서비스

가 이용되는 비율은 2014년에는 82.88%, 2015년에는 

79.24%, 2016년에는 82.48%로 여 히 다른 장소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장 

 교육시설이 뒤를 이었다. 직장  교육시설에서 

OTT 서비스가 이용되는 비율은 2014년에는 5.41%, 

2015년에는 10.18%, 2016년에는 9.39%이다. 마지막으

로 이동 ( 교통수단, 개인교통수단, 개인이동/환

승 기)에 OTT 서비스가 이용되는 비율은 2014년에는 

6.42%, 2015년에는 5.94%, 2016년에는 3.39%로 고정형 

장소인 본인주거공간과 직장  교육시설에 비해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는 OTT 서비스에 제공되는 지상 , 이

블, 종편, 화, UCC 콘텐츠가 각각 얼마나 다양한 장

소에서 이용 되는가를 알아본 것이다. 이를 해 각 콘

텐츠별로 장소에 따른 이용시간의 소폭을 산출해 비

교하 다([표 7] 참고). 

지상 채  로그램의 소폭을 산출한 결과, 2014

년에는 0.079, 2015년에는 0.089, 2016년에는 0.076으로 

소폭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지상 채  

로그램을 다양한 장소가 아닌 특정 장소에서 주로 이

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2016년 이블채  

로그램의 소폭은 0.072~0.094, 종편채  로그램의 

소폭은 0.091~0.141, 화의 소폭은 0.094~0.100, 

UCC의 소폭은 0.095~0.131로 산출되었다. 비교  

소폭이 큰 종편채  로그램, 화, UCC 콘텐츠는 지

상 , 이블채  로그램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지상 , 이블채

 로그램은 소수의 장소에서만 주로 이용되며 종편

채  로그램과 화, UCC 콘텐츠는 비교  여러 장

소에서 이용되고 있다. 

매체 2014년 2015년 2016년

지상 채  
로그램

0.079 0.089 0.076

이블채  
로그램

0.080 0.094 0.072

종편채  
로그램

0.091 0.112 0.141

화 0.100 0.096 0.094

UCC 0.131 0.125 0.095

표 7. 콘텐츠 종류별 OTT 적소폭 비교

구체 으로 각 콘텐츠가 어떠한 장소에서 이용되는

지는 [표 8]을 통해 알 수 있다. 모든 콘텐츠는 본인주거

공간(본인주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지상 채  

로그램, 화 그리고 UCC 콘텐츠는 직장  교육시

설과 교통수단에서 각각 2순 , 3순 로 많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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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비록 화나 UCC 콘텐츠는 지상 나 이블 

콘텐츠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되기는 하지만, 화

나 UCC 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도 다른 콘

텐츠와 마찬가지로 이동 이 아닌 고정형 장소에서 주

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OTT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이동할 때보다는 본인주거공

간, 직장  교육시설과 같은 고정형 장소에서 약 3~6배 

더 많이 이용된다는 것이다. OTT 서비스의 장 인 시

간 ,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

나 이용할 수 있다는 이 무색할 정도로 OTT 서비스

는 제한된 고정형 장소에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OTT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해서는 안

정된 무선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주거공간이나 직장  교육시설의 경우 공용 

와이 이(Wifi)가 개설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껏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동 에는 개인

의 요 제에 따라 할당되는 데이터를 사용해야하기 때

문에 OTT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요한 원인들 의 하나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콘텐츠 연도

본인주거
직장  
교육시설

이동

본인주거
공간

직
장

교육
시설

교통
수단

개인
교통
수단

개인
이동∘
환승
기

지상
채  
로그램

2014 10995 195 405 285 0 195

2015 11085 750 75 600 15 75

2016 15210 495 30 315 0 15

이블
채
로그램

2014 3540 0 0 255 0 0

2015 6345 435 0 630 45 0

2016 8145 60 60 255 0 30

종편
채  로그램

2014 3105 105 0 45 0 0

2015 2865 135 0 975 0 30

2016 2940 720 105 600 165 0

화

2014 12120 540 435 1035 345 45

2015 77325 4170 6300 3750 360 405

2016 62415 4050 4905 1965 210 105

UCC

2014 1035 315 15 180 0 0

2015 9000 1485 285 690 330 165

2016 9060 570 135 255 105 0

표 8. 콘텐츠 종류별 주요 장소별 이용시간 (단위:분)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에서 OTT 시장이 진 으로 확 되

면서 시장 확 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OTT 서비

스의 유료이용률은 아직 조하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OTT 서비스가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원인을 

OTT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콘

텐츠 선호도와 서비스 이용환경에서 찾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OTT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 인 요소

를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와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으로 보고, 재 한국 시장에 출시된 

OTT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실제로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실증  데이터

에 기반해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흥미로웠던 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

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콘텐츠가 79.24%～82.88% 

라는 압도 인 수치로 본인주거공간(집)에서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상 채  로그램의 소폭

(niche breadth)은 0.76~0.089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지

상 채  로그램이 특정한 몇몇의 장소에서만 이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상 채  로그램의 주로 

이용되는 장소는 본인주거공간, 직장과 교육시설로 고

정형 장소 다. 한편, 지상 채  로그램, 화 그리

고 UCC 콘텐츠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장소

는 직장  교육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OTT서비스

가 주로 고정형 장소에서 지상 채  로그램, 화 

등을 시청하기 해 이용되는 것은, 재로서는 주이용 

콘텐츠와 주이용 장소 측면에서 기존매체와 OTT서비

스의 이용행태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

낸다. 특히, 기존매체로도 이용 가능한 화와 지상 채

 로그램이 OTT서비스를 통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는 은, 국내 OTT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넷

릭스처럼 신선하지 않아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

기 어렵다는 과 OTT서비스가 기존매체를 체할 수

도 있다는 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고정형 장소에

서 OTT 콘텐츠가 주로 소비되는 원인으로 OTT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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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자들의 데이터 요 에 한 부담을 상할 수 

있다. 주거 공간이나 직장  교육시설의 경우 체로 

공용 와이 이(Wifi)를 설치해 놓고 데이터를 무제한으

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동 일 경우 개인 요 제에 따

라 할당되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와이 이(Wifi)

가 없는 장소에서 이용자들이 개인 요 제에 따라 데이

터 사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OTT 서비스 이용을 자

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면 국내 OTT 서비스 이용자들이 고정형 장소

에서 주로 OTT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을 변화시

킬 수단은 없는가? 한 OTT 에서 선호되는 콘텐츠가 

다양한 OTT 랫폼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수단은 없

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한 답으로 OTT 서비스 사업

자와 통신사업자 간 력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푹

(pooq)이나 티빙(tving)과 같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OTT 서비스 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보유하

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업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면 한국의 OTT서비스 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덜 알려지고 덜 성장한 미디어 랫폼 시장

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이를 나 는 논의보다는 

이를 키우는 논의에 을 모으는 것이 요하다. 인

기 콘텐츠를 보유한 지상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제공

해 주는 가로 많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반

면,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푹

(pooq)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 요 을 과다하

게 측정할 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통신사업자

가 제공하는 OTT 서비스는, 이용 인 요 제에 3,000

원 정도만 더 지불하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추

가 요 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마 도 5만원 이상의 요

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은 통신사업자들이 풍부한 네트워크 

용량을 기반으로 OTT 서비스 제공에서 유리한 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OTT 서비스 사업자들

은 고비용이 요구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OTT 서비스 랫폼

에서 제공해야 하는 지상 채  로그램 비용에 부담

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의 이기 인 행동은 OTT

서비스 시장의 이를 키우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의 이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 각자의 장

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을 시도하는 것이 필

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OTT서비스 사업자가 OTT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 OTT서비

스 이용자가 OTT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 한 

한정되어 있다는 과 OTT서비스 이용자가 OTT서비

스를 이용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을 근거로, 

국내 OTT서비스 시장의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해서

는 OTT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

요하며 OTT서비스 이용자가 OTT서비스를 언제 어디

에서나 이용하는데에 거부감이 없도록 OTT서비스 

용 패키지 요 제 등의 략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것에 

시사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KISDI의 한국미디어패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실제 OTT

서비스 이용자의 OTT서비스 이용 황을 목 으로 수

집된 것이 아니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 즉, KISDI의 

미디어 다이어리 자료는 OTT서비스 이용자가 무료 이

용자인지, 유료이용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분석 결과

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OTT서비스 

무료 이용자와 유료 이용자들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OTT서비스 이용 황 조사를 한 응답을 하게 함으로

써, 유료이용자와 무료이용자의 OTT서비스 이용행태

를 보다 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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