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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플랫폼

1.�유튜브

1)� 콘텐츠�및�플랫폼�특징

n 대표적인 유튜브 통계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는 유튜브 콘텐츠를 

Auto&Vehicles, Comedy, Education, Entertainment, Film, Gaming, 

How to&Style, Music, News&Politics, Nonprofit&Activism, 

People&Blogs, Pets&Animals, Science&Technology, Shows, Sports, 

Travel 로 구분함.    

                     ❙그림 1 소셜블레이드에서 구분한 유튜브 채널 분류 (18.11.02)

             

n 최근 1년간(2018년 5월 기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콘텐츠 

유형으로는 ‘커버’가 8198만회, ‘ASMR’ 3210만회, ‘HOW TO’ 1322만회, 

‘OOTD’ 1135만회, ‘먹방’ 1080만회 순으로 나타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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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콘텐츠 유형2)

  

           ❙표 1 콘텐츠 유형별 특징 

     

유형 특징

커버

§ 음악을 콘텐츠로 하여 언어적 제약이 없어 세계적으로 선호되어 확산

되는 경향

§ 노래커버로는 제이플라, 라온 등이 유명하며 댄스 콘텐츠를 다루는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 등 대형 크리에이터가 많이 존재

§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커버영상으로 상업적 활동이

제한적이나 커버영상이 얼마나 확산되냐가 음악 흥행의 척도가 되

므로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편

ASMR

§ 녹음 장치를 통해 작은 소리를 증폭시켜 고음질로 제공

§ 청취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청취 및 시청

§ 주로 취침시 활용

§ 얼마나 기분 좋게 소름 돋는 소리(팅글)를 만들어 내느냐가 ASMR

채널의 인기척도

How to

§ 간단한 팁부터 어렵고 복잡한 문제풀이를 엿앙으로 알려주는 형태가

많은 편

§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담긴 경우, 주로 기획된 콘텐츠로 에피소드를

제공, 요리/IT/뷰티 등의 경우 인플루언서가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는

형식

OOTD

§ 패션, 액세서리, 코디 방법 등을 주로 설명

§ 패션 유튜버들이 자주 촬영하는 장르

§ OOTD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서 유행하는

콘텐츠 카테고리

먹방

§ 주로 방대한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식

§ 타 영상 대비 시청자와의 소통이 주가 됨

§ 시청자들은 맛있게 먹는 모습과 소리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낌

§ 최근에는 먹방에 ASMR 요소가 가미 되어 먹는 소리를 고음질로 담은

‘리얼사운드’ 콘텐츠가 부상 중

                 (출처 : 인크로스 디지털미디어 트렌드 스토리_2018.10.0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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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 외 인기 콘텐츠 장르3)

Ÿ 뷰티 

- 텍스트, 이미지로는 쉽게 전달할 수 없었던 뷰티 노하우를 영상을 통해 

쉽게 알려주면서 영상 포맷에 가장 최적화된 카테고리임.

- 뷰티 카테고리의 성장은 여성 뷰티 크리에이터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함.

- 최근 뷰티 장르에서 보이는 변화는 남성 뷰티 유튜버의 증가임. 맨 그루밍

(Man grooming)이 새로운 뷰티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꾸미는 남자들을 

위한 뷰티 팁을 전달하는 남성 뷰티 유튜버도 증가 추세임.

❙그림 3 남성 뷰티 유튜버 ‘레오제이’ (구독자수 약 25만)

                                 

Ÿ 키즈 

- 1세대 키즈 콘텐츠는 뽀로로, 타요, 핑크퐁 등 애니메이션 중심의 캐릭터 

영상이었지만 ‘헤이지니’, ‘유라야 놀자’ 같은 대형 1인 mcn 중심으로 

키즈 콘텐츠가 다수 생산되었음.

- 최근 키즈 분야에서는 주 시청자와 같은 연령대인 키즈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음. 같은 나이대의 

아이가 좋아할 만한 소재를 고르고 이를 콘텐츠로 만들며 또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기의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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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키즈 크리에이터 ‘어썸하은’ (구독자 수 235만)

      

Ÿ 브이로그 

- 비디오(Video)와 기록(Log)의 합성어로, 블로그에 글로 일상을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의 세대는 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있음.

- 영상으로 생생한 추억을 기록으로 간직하며 블로그로 친구를 맺고 댓글로 

소통했던 것처럼 시청자들과 일상을 공유함.

� 2)� 이용자�현황

n 유튜브 월 로그인 이용자 15억명, 전 세계인이 매일 유튜브에서 10억 

시간 분량의 동영상 시청4) 

n 2018년 8월, 와이즈앱, 유튜브 월간 순 사용자수(MAU) 3093만명, 

1인당 월 1077분 사용5)

n 2018년 6월, 닐슨코리아클릭, 6월 월간 순이용자(모바일, MAU) 2500만명, 

시청 연령층 확대-2500만명 가운데 50대 이상 이용자 30%(700만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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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세대별 유튜브 사용자 구성비7)

                     ❙그림 6  모바일 동영상 앱 점유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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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사용자 수익

Ÿ 구글 애드센스 이용 광고 : 본인 소유 채널 내 광고 배너를 부착하여 

클릭시 광고 수익 획득

Ÿ 협찬 및 개인광고 : 상품 및 브랜드의 개별 연락을 통한 협찬·광고 수익 

획득

Ÿ 동영상 광고 : 동영상 업로드시 영상을 삽입하여, 조회 수당 광고 수익 

획득

Ÿ 슈퍼챗 후원 : 일일 최대 50만원까지 후원 가능(수수료 비공개, 약 30%로 추정)

   ※ 금액 수준에 따라 사용자가 채팅창에 띄울 수 있는 메시지 색상, 분량, 고정

시간이 달라짐.

                 ❙그림 7 유튜브 광고 수익 랭킹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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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플랫폼 수익

 

Ÿ 광고수익

             ❙ 그림 8 유튜브 주요 광고 형태10)                         

           

구분 설명 기기

디스플레이 광고
홈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광고 배너 게재

PC

오버레이 인비디오 광고
동영상 하단에 표시되는 
투명한 오버레이 광고

PC

True View 인스트림 광고
동영상 재생 전, 중간, 

끝부분에 약 5초간 
광고 삽입(Skip 가능)

PC, Mobile, TV 
등

인스트림 광고
동영상 재생 전, 중간, 
끝부분에 광고 삽입

(Skip 불가)
PC, Mobile 등

True View 디스플레이 
광고

잠재고객을 겨냥하여, 
다른 유튜브 영상 옆 
부분에 표시되는 광고 

PC, Mobile 등

            ❙ 그림 9 유튜브 주요 광고 형태11)     

         

Ÿ 유튜브 프리미엄  : B2C 서비스로 구매시 광고 없이 유튜브 사용 가능

(월 7,900원)

Ÿ 슈퍼챗 후원 : 수수료 수입(수수료 비공개, 약 30%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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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매출액

Ÿ 구글은 공식적인 유튜브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Ÿ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유튜브의 매출은 연 

110억~200억 달러로 구글 전체 매출의 10~18%에 달함.12)

Ÿ 2018년 상반기 국내 동영상 광고매출의 40.7%를 차지하며, 이는 약 

1천 169억원으로 추정됨.13) 

           ❙ 그림 10 2017, 2018 국내 동영상 광고매출14) 

      

� 4)� 관련�이슈

n 정책 관련

Ÿ 총기 관련 

- 개인판매, 총기판매 사이트 광고, 총기 주변기기 재조 방법 등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제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시행에 들어감.15)

Ÿ 건너뛰기 불가 광고 도입 

- 창작자들이 동영상 시작 전 ‘건너뛰기’ 할 수 없는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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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변경함.
 

- 기존에 일부 파트너들만 이용 가능했던 위 기능을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이번 정책변경으로 제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됨.16)

Ÿ 심의·편집 알고리즘 작동 기준 논란

- 2018년 4월 3일 캘리포니아주 샌 브루노에 위치한 유튜브 본사에서 한 

유튜버가 규제와 관련하여 차별을 당했다며 총격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남. 

- 유튜브 콘텐츠 심의 및 노출 정책에 대한 의문은 국내에서도 많이 제기

되고 있으며, 추상적인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17)

Ÿ  성 소수자 콘텐츠 차단 정책 수정

- LGBTQ 콘텐츠를 걸러내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제한 모드’

시스템을 수정하며, 그동안 불공정하게 차단됐던 동영상 1200만 건을 

제한 모드에서 볼 수 있게 되었음 

- 유튜브는 공지를 통해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종교, 정치적 관점 등을 

기반으로는 제한모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힘.18)

Ÿ 콘텐츠 제작사 수익 창출 기준 강화

- 기존 ‘조회수 1만건’이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기준이 ‘구독자 1천명, 

최근 1년 간 총 구독 시간 4천 시간’으로 조정되었음. 

- 이는 수익 때문에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임.19)

n 콘텐츠 관련 이슈

Ÿ  유해 콘텐츠 논란

-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의 실효성 문제와 해외플랫폼

으로서 국내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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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강화 목소리를 키우고 있음.20)

- 유튜브가 공개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4분기동안 약 820만개의 동영상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스팸이나 성인용 콘텐츠 등의 유해성 콘텐츠로 지정한 

부류에 해당됐다고 함.21)

Ÿ 학습 콘텐츠 성과

- 유튜브의 학습 콘텐츠 시청으로 학원 등의 기존 학습법이 변화되고 있음.

-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학원이나 도서 등 이전 정보 습득 방법 활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501명으로 집계됨.(총 1천명 응답, 50.15%)22)

 

Ÿ  키즈 콘텐츠 인기

- 2015년도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키즈 콘텐츠 시청시간이 보여주듯 

2016년은 키즈콘텐츠가 큰 인기를 끔. 

- 대표적인 키즈 콘텐츠 채널 ‘마이린TV’는 현재 79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음.23)

Ÿ 니치 콘텐츠 성장

- 스미홈트, 가전주부 등의 주부 크리에이터와 심방골주부, 박막례 등 

실버크리에이터들이 친근감을 무기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며 대세로 떠오르고 있음.24)

Ÿ 유튜브 인기콘텐츠

- 2017년 1년 동안 유튜브에서 인기를 끈 콘텐츠 유형은 커버송(8198만회), 

ASMR(3210만회), 화장·요리법 등 소개(1322만회), OOTD(1135만회), 

먹방(1080만회) 등이 있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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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플랫폼 관련 이슈

Ÿ 유튜브 서버 에러

- 2018년 10월 17일 오전 발생한 유튜브 사이트 장애와 관련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순위가 세대별로 판이하게 달라 화제가 됨. 26)

  ※10대는 1~5위까지 전부 ‘유튜브 장애’기사였고, 20대는 5개중 2개 순위, 

30~50대는 순위에 오르지 못했음

Ÿ 시청자 커버리지 확대

-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50대 이상이 주 시청자인 보수우파

방송(정규재TV, 신의 한수 등)의 구독자가 늘고 있음.

- 품바 등의 중장년층에게 인기 있는 음악과 공연 콘텐츠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27)

Ÿ 유튜브 검색 

-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직접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정도로 10~20대의 

유튜브 검색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28)

Ÿ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 잠식 우려 

- 글로벌 거대 OTT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유튜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음.

- 업계관계자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29)

Ÿ  조회 수 부풀리기(페이크 뷰) 

- 다른 소셜미디어처럼 유튜브에서도 인위적인 조회 수 부풀리기가 횡행하고 

있음이 밝혀짐. 조사에 따르면 ‘데부미닷컴’ 등 관련 사이트가 수백 개에 

달할 정도라고 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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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라이브TV 서비스, 유튜브 TV 출시  

 - 기존 방송 서비스들과 차별성이 없고, 가격(35달러/월) 등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으나 ABC, CBS, NBC, 폭스(Fox), the CW, ESPN, 

USA, 브라보(Bravo), MSNBC, 폭스 뉴스, 디즈니 채널, FX, 그리고 지역 

방송사들을 포함해 총 40여 곳 가량으로 예정된 정식 런칭 채널을 감안하면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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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넷플릭스

� 1)� 콘텐츠�및� 플랫폼�특징

n 콘텐츠 다수 보유

Ÿ 제공 TV쇼·영화 수 5,750개

Ÿ 자체 제작(오리지널) 콘텐츠 약 1,000개

         ❙ 그림 11 넷플릭스 콘텐츠 및 매출 현황32)

Ÿ  넷플릭스 주요 오리지널 콘텐츠 리스트33)

제목 공개일자 장르(포맷) 제작 현황
릴리해머

(Lilyhammer)
2012년 2월

범죄 코미디

(드라마)

3시즌 24에피소드로

종영

하우스 오브 카드

(House of Cards)
2013년 2월 정치 (드라마)

5시즌 65에피소드,

6시즌으로 종영예정

마르코폴로

(Marco Polo
2014년 12월 역사 (드라마)

2시즌 20 에피소드로

종영

나르코스 (Narcos) 2015년 8월 범죄 (드라마)
3시즌 30에피소드,

차기 시즌 제작 발표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2016년 7월 SF/호러 (드라마)

2시즌 17에피소드

차기 시즌 제작 발표
루머의 루머의

루머

(13 Reasons Why)

2017년 3월

하이틴물

/미스터리

(드라마)

2시즌 26에피소드

차기 시즌 제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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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퀄리티 콘텐츠 제공

Ÿ 화질 : 오리지널 및 일부 콘텐츠 4K HDR 지원

Ÿ 음향 : 돌비 5.1 채널 지원

n 지원 디바이스

Ÿ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TV, 게임콘솔, 셋톱박스, 블루레이 

플레이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총 9종 

� 2)� 이용자�현황

n 전 세계 1억 1,160만명34)

                  ❙ 그림 12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 추이35)

언브레이커블

키미 슈미트

(Unbreakable

Kimmy

Schmidt)

2015년 3월 코미디 (예능)
3시즌 39에피소드

차기 시즌 제작 발표

풀러 하우스

(Fuller House)
2016년 2월

가족드라마

(시트콤)

3시즌 35에피소드,

차기 시즌 제작 발표

옥자(Okja) 2017년 6월 SF (영화) 러닝타임 2시간 1분

마이어로위츠

스토리 (The

Meyerowitz

Stories)

2017년 10월
코미디/드라마

(영화)
러닝타임 1시간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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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내 90만명 이상(2018년 9월 기준)

 ❙ 그림 13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출처 : 와이즈앱)36)

                              

� 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콘텐츠 유료 가입제(Subscription Model)

Ÿ 월정액 9,500원(베이식) 

Ÿ 월정액 12,000원(스탠다드) 

Ÿ 월정액 14,500원(프리미엄) 

 ※ 화질&동시접속자수 차이(1,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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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넷플릭스 멤버쉽 구매창

n 매출액

Ÿ 12조 추정(2017년)37)

� 4)� 관련�이슈

n 콘텐츠 관련 이슈

Ÿ 회원 절반 키즈 콘텐츠 시청

- 아람 야쿠비안 넷플릭스 디렉터느 SPP 콘처런스에서  “넷플릭스 회원 

절반 이상이 매달 키즈&패밀리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말하며, 북미 외 

지역에서 제작되는 키즈 콘텐츠 비율도 45%나 달한다고 강조함.38)

n 플랫폼 관련 이슈

Ÿ 수익배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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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와 함께 국내 IPTV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제휴과정에서 

현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배분방식으로 논란의 대상이 됨.39)

※ 국내PP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배분율을 일반적으로 5:5 또는 6:4이나 넷플릭스와 

LG유플러스는 9:1 수준으로 체결하였음.

Ÿ 국내 시장 잠식 우려

-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이어 ‘법인은 

바로 너’, ‘ 킹’ 등 자체 제작 콘텐츠를 속속 내놓은 넷플릭스의 활보에 

국내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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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이스북�

� 1)� 콘텐츠�및� 플랫폼�특징
  

n 페이스북은 영상 클립, 시사 관련 콘텐츠, 음악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그림 15 페이스북 주 시청 콘텐츠41) 

               

� 2)� 이용자�현황

n 2018년 3월 MAU 약 22억명, DAU 약 14억 5000만명 

   (전년 대비 13% 증가)

              ❙그림 16 전 세계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수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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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8년 3월, 하루 평균 사용자 1100만명, 1인당 사용시간 30분 안팎 유지42)

            ❙그림 17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수

     

n 인스타그램과 달리 페이스북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며, 

40, 50대의 사용도 두드러지게 나타남.43)

              ❙그림 18 국내 페이스북 성별, 연령별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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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8년 3월, 국내 총 월 사용시간은 감소 추세, 2017년 동기 대비 총 

24% 감소

          ❙그림 19 국내 페이스북 월 사용시간 (와이즈앱, 2018.04.10.)44)

    

� 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사용자 수익

Ÿ 협찬 및 개인광고 수익 : 상품 및 브랜드의 개별 연락을 통한 협찬·광고 

수익 획득

n 플랫폼 수익

Ÿ 광고 수익 모델 : 100% 로그인 기반 서비스로 타겟팅 서비스 제공

 ※ 광고 모델의 종류 

     ⑴ 스폰서 스토리

     ⑵ Promoted posts for brand pages

     ⑶ Promoted News Feed

     ⑷ Facebook Exchange#(페이스북 외 사이트에 광고 노출 방식)

  :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부산으로 여행하기 위해 검색하고 여행 관련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면 이 쿠키 데이터를 수집해 다음 페이스북 접속 시 부산 여행관련 광고를 노출 

     ⑸ Offers(페이스북 쿠폰)

    ⑹ mobile app install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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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Partnership 모델 : 페이스북 게임으로 발생한 수익의 30%

※ Zinga의 팜빌(월 최소 1회 사용자 5600만명), 씨티빌(월 최소 1회 사용자 6100만명)

  

n 매출액

Ÿ 2018년 1분기 영업이익 54억 4900만 달러, 총 매출 119억 6600만 달러

(약 12조 9200억원)

Ÿ 2018년 상반기 국내 동영상 광고매출의 32.4%를 차지하며, 이는 약 

930억원으로 추정됨.45)

               ❙그림 20 2017년 대비 2018년 페이스북 실적46)

    

� 4)� 관련�이슈

n 콘텐츠 관련 이슈

Ÿ ‘게시 불가’ 콘텐츠 가이드라인 공개 

- 4월 24일 페이스북은 공식 뉴스룸에 폭력 및 범죄 행위, 안전, 불쾌한 

콘텐츠, 무결성 및 진실성, 지식재산권 존중, 콘텐츠 관련 요청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을 공개함.47)

.

Ÿ 드라마, 쇼 자체 제작 

- 모바일 TV를 시청하는 10~20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자체 제작한 

드라마, 쇼 등을 20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 뉴스피드를 통해 

방송 서비스하기 시작함.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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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뉴스피드 광고에서 친구·가족으로 전환

- 뉴스피드 노출 콘텐츠를 브랜드, 기업 마케팅 중심에서 가족, 친구 

중심으로 개편함.49)

Ÿ 생방송 콘텐츠, 아이돌 콘텐츠 강화

- 실시간 방송 중 필터 입히기, 방송 중 화면에 그림그리기, 방송 전 초대하기 

기능 등을 개발하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에 공들이기 시작함.

- 연예인 페이지에 생방송 기능 삽입

- 식신로드, W코리아 등은 방송 촬영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내기도 함.50)

n 플랫폼 관련 이슈

Ÿ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공개

- 8월 30일 ‘페이스북 워치’ 출시, ‘페이스북 워치’는 TV방송이나 실시간 

라이브 영상, VOD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튜브, 넷플릭스와의 경쟁을 

위해 출시됨.51)

Ÿ 개인정보 위협 노출

- ‘내 프로필 미리보기’기능 관련 취약점을 악용해 공격한 위협으로 약 

5천만 사용자의 계정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페이스북은 9월 25일 

긴급조치 및 예방조치에 들어감52)

Ÿ 광고 부풀리기 관련

- 페이스북이 광고주들을 유인하기 위해 ‘비디오 평균 체류시간’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어남.
 

- 통상 ‘총 시청 시간’을 ‘비디오를 본 사람의 수’로 나누어 계산이 되는 

‘비디오 평균 체류시간’을 페이스북은‘총 시청 시간’을 ‘비디오를 3초 

이상 본 사람의 수’로 나누어 계산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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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살 암시 콘텐츠 AI로 포착

- 자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임한 AI 기술은 게시글과 라이브 

방송의 텍스트를 분석해 자살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알려줌으로써 

자살 방지에 일조하고 있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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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스타그램

� 1)� 콘텐츠�및� 플랫폼�특징

n 최근 스토리, 라이브 비디오, IGTV 등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n 인스타그램은 연예인 관련 콘텐츠의 시청 비중이 높아 타 sns와 매체적 

차별성 뚜렷함.

                     ❙그림 21 인스타그램 주 시청 콘텐츠55)

    

n 최근 커머스 기능을 강화하여 인스타그램 내에서 업로드 사진에 ‘쇼핑 

태그-샵’ 기능을 설정하여 구매 화면으로 연동하는 기능 이용 가능

              ❙그림 22 인스타그램 ‘쇼핑 태그-샵’ 기능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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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톱 해시태그를 통해 자기 표현(스타일, 푸드, 상태 등) 및 친목(팔로워, 

소통 등) 목적의 콘텐츠가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음.  
    

※ top 30 해시태그 : #love #followback #instagramers #socialsteeze #tweegram 

#photooheday # 20likes #amazing #smile # follow4follow # like4like #look # instalike 

#igers #picoftheday #food #instadaily #instafollow #followme #girl #instagood 

#bestoftheday #instacool #carryme #follow #colorful #style #swag56)

� 2)� 이용자�현황

n 10억명 추정(2018년 6월)57)

           ❙그림 23 인스타그램 이용자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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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자수 증가 추이58)

        ❙그림 25 연령별 주 이용 SNS59) 

  

� 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사용자 수익

Ÿ 광고 수익 : IGTV에 맞춤형 광고 삽입(광고수익 플랫폼과 분배)

n 플랫폼 수익

Ÿ 광고 수익 : IGTV에 맞춤형 광고 삽입(광고수익 플랫폼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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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매출액 

Ÿ 11조 추정(2019년 예측 기준)60)

� 4)� 관련�이슈

n 콘텐츠 관련 이슈

Ÿ 자살 관련 신고 건수 SNS 중 1위

-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참여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통해 신고된 17,338건의 자살유해정보 중 인스타그램에서 

신고된 건수가 7,607건(43.87%)에 달함.61)

Ÿ 가짜 인플루언서 문제 대두

- 최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활용한 기업 마케팅도 증가 

추세임.

- 인위적으로 팔로워 수를 늘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팔리는 등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조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62)

n 플랫폼 관련 이슈

Ÿ AI로 악성 콘텐츠 자동 신고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비방 목적 게시물이나 악성 콘텐츠를 찾아 

자동으로 신고하는 기능을 10월 10일 도입함.63)

Ÿ 비디오 앱 IGTV 출시

- 최대 1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게재할 수 있는 IGTV 기능 제공

  IGTV는 일반 계정은 최대 10분, 팔로워수 1만명 이상 또는 공식 계정  

 마크 소지 사용자는 최대 1시간 길이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음.64)

Ÿ 스냅챗 모방 논란

-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이 스냅챗 스토리를 모방한 서비스라는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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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남. 스냅챗을 모방했다고 알려진 기능에는 ‘라이브영상’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도 포함됨.65)

Ÿ 쇼핑 앱 개발

-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게시물에 태그를 지정하여 직접 쇼핑할 

수 있는 쇼핑 기능이 개발되고 있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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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틱톡

� 1)� 콘텐츠�및� 플랫폼�특징

n 콘텐츠 형태

Ÿ 15초, 60초 이하의 짧은 영상 콘텐츠 

Ÿ 가로형, 세로형 영상 콘텐츠 모두 가능

※ 세로형 영상 콘텐츠의 경우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임

 (중국 왕홍 아카데미 발표 中) 

Ÿ 이용자 서로의 영상을 카피하는 것이 틱톡의 보편적인 형태

n 콘텐츠 장르

Ÿ 립싱크, 댄스, 코믹, 메이크업 커버 등

n 추천 영상 노출

Ÿ 자신이 팔로우 하는 사람의 영상이 아닌, 반응이 좋은 영상이 메인에 

게시되어 자연스럽게 여러 장르를 볼 수 있음.

Ÿ 고차원의 AI 추천 시스템을 통해, 체류 시간이 높은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자동 추천함.

                  ❙그림 26 틱톡 콘텐츠 영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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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현황

n 전세계 100여개 나라, MAU 3억명 

                ❙그림 27 틱톡 DAU, MAU 수치(출처 : 더우인)

             ❙그림 28 국내 틱톡 이용자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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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핵심 이용자는 10대로 1인당 월 379분 이용67)

            ❙그림 29 중국 내 연령별 플랫폼 사용 비율(출처 : 샤오미 스토어,2017)

n 중국 1,2선도시(1선도시-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2선도시-충칭, 텐진, 

난징 외 14개)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68)

� 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사용자 수익

Ÿ  커머스 수익(중국 한정)

- 커머스 기능을 통해 왕홍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

n 플랫폼 수익

Ÿ 스크린 광고 

- 광고형식 : 정지 3초, 움직임상태 4초, 영상 5초 

- 판매방식 : CPT

Ÿ 스트리밍 광고

- 광고형식 : 가로, 세로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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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방식 : GD(담보식) 지면광고, GD 네이티브 광고

Ÿ 경쟁 광고

- 광고형식 : 쿠폰 광고(랜딩페이지 유도 목적)

- 판매방식 : CPC, OCPC, CPM, OCPM 지불 방식

n 매출액 

Ÿ 1조 7천억원69)

� 4)� 관련�이슈

n 콘텐츠 관련 이슈

Ÿ 가수 김종국과 이벤트 진행

- BRTC 전속모델인 가수 김종국과‘김종국의 댄스 영상을 보고 본인만의 

재미있고 특별한 영상을 촬영해 공유하는 방식의 김종국과 댄스 챌린지’

라는 영상 이벤트가 인기리에 진행 중임.70)

                     ❙그림 30 BRTC&틱톡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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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심 너구리 라면과 이벤트 진행

- 국내 대표 라면브랜드인 농심 너구리와 함께 개최한‘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챌린지는 열흘 만에 3만개 이상의 영상이 등록되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음.71)

              ❙그림 31 너구리라면&틱톡 이벤트

n 플랫폼 관련 이슈

Ÿ 국내 영상 크리에이터 육성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음원 저작권 라이선스 체결, 한국엠씨엔협회와의 

MOU 체결 등 국내 영상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72)

Ÿ 애플 앱스토어 1위 기록

- 11월 22일 CNBC는 전문 리서치 업체 애니 집계를 인용해 애플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등을 제치고 무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함.73)



 국내� ·� 외� 플랫폼�현황� 조사                                                                

   

  
36

              ❙그림 32 틱톡 앱스토어 다운로드 앱 1위 기록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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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데일리모션

� 1)� 콘텐츠�및� 플랫폼�특징

n 한국형 숏다큐 콘텐츠 시장 확산 도모

Ÿ 2018년 10월,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숏다큐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헤럴드의 콘텐츠 스튜디오 ‘인스파이어’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형 숏다큐 

콘텐츠의 시장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힘.75)

n 프리미엄 콘텐츠

Ÿ MBC, CJ ENM, YTN, 글랜스TV 등 다양한 콘텐츠 프로바이더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보

Ÿ 구매력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인터페이스 고도화, 브랜디드 

콘텐츠 전략 수립에 집중.76)

 

                  ❙그림 33 데일리모션 한국 론칭 발표회(출처 : 데일리모션)

n 주요 콘텐츠 장르와 휴먼 큐레이션

Ÿ 뉴스, 스포츠, 음악, 엔터테인먼트 4개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며, 타 플랫폼과 

달리 휴먼 큐레이션 방식을 접목해 보다 더 정교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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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요 타겟 연령층 : 18~45세

� 2)� 이용자�현황

n 월 방문자 수 3억명78), 월 조회수 35억건79)

                ❙그림 34 데일리모션 기업 정보

� 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사용자 수익

Ÿ 파트너 수익

- 파트너 속성에 해당하는 광고 수익에 대해 광고 수익 배분(10%)

n 플랫폼 수익

Ÿ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광고주, 콘텐츠 제작자와 함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80)

n 광고수익

Ÿ 디스플레이 광고(Display Advertising) 수익

Ÿ 인스트리밍 광고(In-Stream Advertising)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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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매출액

Ÿ 약 681억(2017년 예상)81)

- 기업 목표치의 1/3 가량, 2015년 대비 50%정도의 매출 규모

� 4)� 관련�이슈

n 콘텐츠 관련 이슈

Ÿ 채널A와 콘텐츠 유통 협약 체결

-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뉴스, 채널A Home, AYO(디지털 전용 콘텐츠) 등 

6개 채널 개설 및 영상 제공 협약82)

Ÿ 인스파이어와 콘텐츠 유통 협약 체결

- 숏다큐 동영상 콘텐츠 제공 협약83)

n 플랫폼 관련 이슈

Ÿ 중간 광고 불편 호소

- 일정 시간 플레이후 반복적(3분간격, 6초 가량 광고 영상 송출)으로 광고가 

나오는 데일리모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데일리 모션 광고 없이 

보기’등의 검색어가 상위 노출되기도 함.

                 ❙그림 35 데일리모션 중간광고 관련 검색 결과(출처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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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플랫폼

1.�아프리카tv

� 1)� 콘텐츠�및� 플랫폼�특징

n 아프리카 TV 주요 유통 콘텐츠

        ❙표 2 아프리카TV 콘텐츠 종류 (직접 조사)

콘텐츠 종류 특징

게임

- 약 1,400여개 중 동시 접속자 100명 이상 채널은 100개 미만

- 롤, 배틀그라운드, 스타크래프트 3개 게임이 주력, 이외에 피파온라

인, 리니지, 오버워치 등도 인기

토크/캠방

- 약 300여개 중 동시 접속자 100명 이상 채널은 30개미만

- 이성적 매력 또는 친근감(유머 등)을 강점으로 가지는 BJ들이

많으며, BJ들간 자연스러운 교류(흔히 말하는 합방)를 통해 지루

하지 않은 새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음.

먹방/쿡방

- 약 100여개 중 동시접속자 100명 이상 채널은 10개미만

- 먹방이 주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시청자수 100명 이상의 채널들은

토크/캠방과 콘텐츠 경계가 분명치 않음

- 쿡방보다는 준비된 음식을 먹는 먹방이 인기

스포츠 - 약 130여개 중 동시접속자 100명이상 채널은 10개미만

음악

- 약 120개 중 동시 접속자 100명 이상 채널은 15개미만

- 채팅창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

주식 - 약 60여개 중 동시 접속자 100명 이상 채널은 10개미만

기타

(펫,시사,더빙)
- 약 30여개 중 100명 이상 채널 3개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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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현황

n 1,200만명, 일 접속자 350만명84)

� 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사용자 수익

Ÿ 후원 아이템(별풍선, 스티커, 구독)

        ❙표 3 아프리카 후원 아이템 수익 표

 

구분 내용 요금

별풍선 돈 대신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

개당 110원(일 최대 100만원)

수수료 : 일반BJ(20%),

베스트BJ(30%),

파트너BJ(20%)

스티커

BJ가 방송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동영상 화질 레벨업, 시청 인원수

제한 완화, 방송 배경 꾸미기) 아이템

스티커 1개 = 골드 1개 = 100원

구독 해당 BJ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상품 월 3,000원

Ÿ 협찬 및 개인광고 수익 : 상품 및 브랜드의 개별 연락을 통한 협찬·광고 

수익 획득

    ※ 플랫폼과 사전 협의 필요(수수료 지급)

n 플랫폼 수익

Ÿ 광고 수익 모델 : 100% 로그인 기반 서비스로 타겟팅 서비스 제공

          ❙표 4 아프리카TV 광고 모델 종류 

        ※ 브랜드 콘텐츠 : BJ가 방송 중 브랜드 광고시 수수료 수익

구분 내용 요금

프리롤 광고
동영상 시청 전 노출

광고
CPM 7,000원, 클릭율 18%

배너 광고 앱 진입시 전면 노출 배너 CPM 6,000원, 클릭율 8%

AD타임 방소 중간에 BJ가 노출 15초/1주/1주과 300만원, 클릭율 3.5%

스폰서 배너 VOD 플레이어 상단 노출 CPM 2,000원, 클릭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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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퀵뷰 아이템 수익 
      

- 시청 가능 인원 초과된 방 입장을 가능케 해주는 유료 아이템(월 3,900원)

               ❙그림 36 아프리카TV 주요 매출원85)

      

n 매출액 

Ÿ 1,296억원 미만86)

※ 디스플레이 광고, 네이버TV 등 광고매출

          ❙그림 37 아프리카TV 연간 실적과 영업이익률(출처: 아이투자_2018.1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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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이슈

n 콘텐츠 관련 이슈

Ÿ 오디오 콘텐츠 시장 진입 

- 10월 출시된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 ‘팟프리카’는 AJ(오디오 방송 진행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며, 아프리카TV의 기부경제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함.

- 선물을 받은 AJ가 목소리로 댓글을 남기는 ‘AJ리플’ 기능을 도입하며 

새로운 소통 방식도 마련하기도 함.88)

Ÿ 교육, 시사 콘텐츠 강화

- 아프리카TV 자회사 프릭과 동영상 강의 플랫폼 에어클래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식 콘텐츠 활성화 및 크리에이터 발굴, 지식 콘텐츠 공공 

제작 등을 약속함.89)

Ÿ 여행 콘텐츠 강화

- 아프리카TV 자회사 프릭과 온오프라인연계(O2O) 호스텔·게스트하우스 

글로벌 예약 서비스 호스텔월드코리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여행

콘텐츠 활성화에 나섬.90)

Ÿ 키즈 콘텐츠 강화

- 아프리카TV 자회사 프릭엔과 ‘플레이런TV’와 키즈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91)

Ÿ 아시안게임 생중계

- 2018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중계로 3Q 영업이익 

74억 4천만원 달성, 전년 대비 52.1%상승92)

n 플랫폼 관련 이슈

Ÿ 케이블 TV 채널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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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마친 아프리카TV는 케이블

TV 방송사인 딜라이브 177번에 채널을 개국하며, 당장은 편집된 형태의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지만 추후 라이브 방송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93)

Ÿ BJ 대도서관 이탈

- 광고 방송과 관련된 방송정지 사건(광고방송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나, 

대도서관의 부인인 윰댕이 사후 처리를 하려했음)으로 아프리카와 사이가 

틀어진 BJ 대도서관이 플랫폼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은 ‘플랫폼의 갑질’

이라는 이슈로 논란이 되었음.94)

Ÿ 하루 100만원으로 별풍선 한도 제한

- 3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논의된‘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 결제 

한도’, ‘인터넷 방송 자율규제 가이드 라인’ 등에서는 아프리카 TV의 유료 

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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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네이버tv

� 1)� 콘텐츠�및� 플랫폼�특징

n 네이버TV 서비스는 클립을 중심으로 한 방송콘텐츠와 웹 전용 드라마·

예능 등 자체 콘텐츠 두 가지이며, 소비량은 8:2정도로 쏠림이 심한 

상황

     

n TOP100 VOD 

Ÿ 5분 내외로 편집한 TV 프로그램

Ÿ 문화(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아이돌(M COUNTDOWN 등), 예능

(인생술집 등), 드라마(내일도 맑음) 장르가 인기 있음.

Ÿ 아이돌 콘텐츠가 타 장르에 비해 압도적으로 재생 수 높음.

n LIVE 

Ÿ 뉴스, 시사, 교육 채널 위주(게임 채널도 간혹 있음)

Ÿ 완전한 LIVE방송은 많지 않음. 라이브 방송을 VOD화 한 채널들이 라이브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음.

n TV방송 

Ÿ 웹드라마, 웹예능, 뷰티, 키즈, 게임, 푸드 등 26개 장르
              

Ÿ 웹드라마(총 266개 채널)  

      

구독자 수 채널 수
0명 초과 ~1,000명 미만 156개 채널

1,000명 초과 ~ 5,000명 미만 77개 채널
5,000명 초과 ~ 10,000명 미만 12개 채널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15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4개 채널

100,000명 초과 ~ 2개 채널
총 채널 수 266개 채널

        * 2018년 10월 기준, 직접 조사,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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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웹예능(총 145개 채널)

      

구독자 수 채널 수
0명 초과 ~1,000명 미만 26개 채널

1,000명 초과 ~ 5,000명 미만 77개 채널
5,000명 초과 ~ 10,000명 미만 9개 채널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8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1개 채널

100,000명 초과 ~ 1개 채널
총 채널 수 145개 채널

                            

Ÿ 뷰티(총 647개 채널)

      

구독자 수 채널 수
0명 초과 ~1,000명 미만 499개 채널

1,000명 초과 ~ 5,000명 미만 112개 채널
5,000명 초과 ~ 10,000명 미만 34개 채널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27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2개 채널

100,000명 초과 ~ 0개 채널
총 채널 수 674개 채널

             

Ÿ 키즈(총 424개 채널)

      

구독자 수 채널 수
0명 초과 ~1,000명 미만 319개 채널

1,000명 초과 ~ 5,000명 미만 85개 채널
5,000명 초과 ~ 10,000명 미만 17개 채널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3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0개 채널

100,000명 초과 ~ 0개 채널
총 채널 수 424개 채널

Ÿ 게임(총 1104개 채널)

      

구독자 수 채널 수
0명 초과 ~1,000명 미만 1,016개 채널

1,000명 초과 ~ 5,000명 미만 78개 채널
5,000명 초과 ~ 10,000명 미만 6개 채널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4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0개 채널

100,000명 초과 ~ 0개 채널
총 채널 수 1,104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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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푸드(총 379개 채널)

      

구독자 수 채널 수
0명 초과 ~1,000명 미만 295개 채널

1,000명 초과 ~ 5,000명 미만 44개 채널
5,000명 초과 ~ 10,000명 미만 14개 채널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24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2개 채널

100,000명 초과 ~ 0개 채널
총 채널 수 379개 채널

Ÿ 예능(약 3,000개 채널 이상)

      

구독자 수 채널 수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약 100여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17개 채널

100,000명 초과 ~ 12개 채널
총 채널 수 약 3,000개 채널

Ÿ 영화/드라마(1,316개 채널)

      

구독자 수 채널 수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159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17개 채널

100,000명 초과 ~ 15개 채널
총 채널 수 1,316개 채널   

 

Ÿ 스포츠(총 1,729개 채널)

      

구독자 수 채널 수
0명 초과 ~1,000명 미만 1,520개 채널

1,000명 초과 ~ 5,000명 미만 154개 채널
5,000명 초과 ~ 10,000명 미만 29개 채널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24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2개 채널

100,000명 초과 ~ 0개 채널
총 채널 수 1,729개 채널

   

              

Ÿ 음악(총 1,492개 채널)

      

구독자 수 채널 수
0명 초과 ~1,000명 미만 1,381개 채널

1,000명 초과 ~ 5,000명 미만 66개 채널
5,000명 초과 ~ 10,000명 미만 15개 채널
10,000명 초과 ~ 50,000명 미만 20개 채널
50,000명 초과 ~ 100,000명 미만 5개 채널

100,000명 초과 ~ 5개 채널
총 채널 수 1,492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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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현황

n 90만명(닐슨코리아클릭, 2018년 6월)96) 

� 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사용자 수익

Ÿ 광고 수익(CPM방식)

- 15초/ 5초 Skip 광고라도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수익 배분

Ÿ 광고 수익(CVP방식)

- 최소한 Skip 할 때까지 시청해야 수익 배분

Ÿ 스티커 후원 :  수수료 없음

Ÿ 프리롤 광고(네이버 30%, 크리에이터 70% 수익배분)

n 플랫폼 수익

Ÿ 프리롤 광고(네이버 30%, 크리에이터 70% 수익배분)

Ÿ VOD 판매

Ÿ 지상파 콘텐츠 광고 수익 배분 (네이버 10%, SMR 90% 수익 배분)

n 네이버 포털 수익

Ÿ 쇼핑 : 네이버 쇼핑, 윈도, 네이버예약, 라인프렌즈

Ÿ 검색광고 : 쇼핑검색광고

Ÿ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LINEPAY

Ÿ 쇼핑몰 솔루션 : 스마트스토어, 비즈어드바이저

Ÿ 물류 제휴 : 메쉬코리아(부릉),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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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포털사이트 수익원97)

Ÿ 플러스(PLUS) 수익모델(뉴스 본문 내 광고 수익 배분)

- 네이버의 직접 기사 배열 영역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광고 수익을 배분 
     

Ÿ 플러스(PLUS) 수익모델(구독펀드)

- 사용자가 직접 미디어 구독을 후원하는 모델

   

n 매출액
 

Ÿ 1,296억원 미만(디스플레이 광고, 네이버TV 등 광고매출 1,296억원)98)

� 4)� 관련�이슈

n 콘텐츠 관련 이슈

Ÿ 육아 콘텐츠 강화

- ‘부모i’ 주제판을 통해 교육부가 제작한 놀이 교육 관련 콘텐츠를 서비스함.

- 네이버의 오디오 플랫폼 ‘오디오클립’에서도 부모들을 위한 ‘기지별 아이 

심리’, ‘아들 육아법’ 등 육아콘텐츠 콘텐츠가 인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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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플랫폼 관련 이슈

Ÿ 네이버TV 등장 

- 인기 방송 및 각종 콘텐츠 클립을 제공하는 네이버 TV캐스트 웹과 고화질 

영상 중심의 네이버 미디플레이어 앱을 통합하여 2017년 1월 12일부터 

서비스 시작함.100)

Ÿ 네이버TV, 콘텐츠 제작사와 마찰 

- 중소 제작사들은 네이버TV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선별해 직접 배급

하면서도 사전 제작 지원이나 저작권료 지급 등 없이 광고 수익 배분 

방식으로만 하고 있다고 밝히며 마찰이 알려짐.101)

Ÿ 글로벌 송출 도전 

- 스타의 개인방송을 컨셉으로 하는 글로벌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V라이브를 통한 글로벌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힘. 

- 구독자 1천명 이상의 채널이라면 사전 협의 없이 자신 채널에서 곧바로 

V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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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팟빵

� 1)� 콘텐츠�및� 플랫폼�특징

n 총 방송 수 12,000여개, 매월 200여개 신설103)

n 오리지널 콘텐츠 13개 방송 중(2018. 12월 기준)

Ÿ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함께’,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등

n 유료 오디오 콘텐츠 성과

Ÿ 2017년 8월 선보인 유료 콘텐츠 기능의 결제액이 월 3억 원을 돌파했다. 

인기 콘텐츠로는 ‘히든풋볼’, ‘블랙홀’, ‘이박사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등이 

있음.104) 

  

n 시사·정치 관련 방송 인기

Ÿ 12월 TOP 10 방송 중 시사·경제 6개 랭크

                       ❙그림 39 팟빵 월간 순위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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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오픈 플랫폼

Ÿ 2018년 7월, 연예인이나 성우가 아닌 일반인 이용자들도 작품을 만들어 

업로드하고 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하며.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오디오북 판매가 시작됨.105)  

              ❙그림 40 오디오 오픈 플랫폼 ‘팟빵 오디오북’ 

       

� 2)� 이용자�현황

n 월 전체 이용자 300만명(모바일 80만, 웹 220만)106) 

n 월 실 사용자 수 50만명, 앱 다운로드 수 300만회107)

n 2030세대 활동 활발

Ÿ 2018년 7~10월 활성 사용자 수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20대 

136%, 30대 147%로 2030세대의 활동률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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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팟빵 20대, 30대 활성 사용자 합계 추이108)

n 여성 사용자 비율 높아(남성 44%, 여성 56%)

          ❙그림 42 팟빵 전체 사용자 연령 및 성별 비율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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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사용자 수익110)

Ÿ 오디오 광고 수익

- 재생 전 오디오 CM 송출(15초 이상 유효청취만 과금)

- 재생 수에 비례해 팟캐스터들에게 지급

Ÿ 후원금 

- 팥 후원, 에피소드 후원 2가지

- 팥은 500개 이상, 에피소드 후원은 5만원 이상부터 출금 가능

- 출금 수수료 20% 

n 플랫폼 수익

Ÿ 플랫폼 배너 광고(이미지형 광고)

Ÿ 후원금 수수료(20%)

Ÿ 팟캐스트 중간 오디오 광고

- 유효 청취 당 20원(채널 타깃팅 시 30원)
     

Ÿ PPL형 광고

- 방송 중 1~5분 내외 후토크, 250~500만원(VAT별도)

Ÿ 제휴 수익
     

Ÿ CM제작

- 성우 1명, 30초 분량, 300자 이내 기준 (20만원(VAT 별도))

- BGM 제작 30초 분량(20만원(VAT 별도))

n 매출액

Ÿ 코리아센터 매출액 2017년 1,331억원111)

- 코리아센터는 메이크샵, 몰테일, 팟빵 등을 운영하는 모회사로 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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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치 못하고 있는 팟빵의 매출액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관련� 이슈

n 플랫폼 관련 이슈

Ÿ 콘텐츠 독점 논란

- 2017년 6월 27일, 팟빵은 ‘팟빵-팟빵 호스팅 서비스 통합’을 공지하며, 

그간 부과했던 호스팅 과금 정책을 철회함. 

-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팟빵의 주장과 달리 일부 

팟캐스트 제작자들은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에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지적함.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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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카카오tv

� 1)� 콘텐츠�및� 플랫폼�특징

n 스포츠, 예능, 드라마 위주의 클립과 라이브 방송 

     

n 클립 동영상 편수 총 488개 (2018.12.11. 기준)

Ÿ 예능 92개, 드라마 80개, 엔터·라이프 80개, 스포츠 86개, 뉴스·시사 64

개, 게임 86개

Ÿ 스포츠, 예능, 게임 순으로 재생 수 높음

n LIVE 

Ÿ 게임, 엔터·라이프, TV 장르

Ÿ 평균적으로 게임 약 130개 채널, 엔터·라이프 약 85개 채널, TV 약 15개 

채널 운영됨(오후 6시 기준, 2018.12.08.~11.)

n 방송채널과 카카오톡 연동  

Ÿ 카카오TV 이용자가 카카오톡에서 동영상 채널을 플러스친구로 추가하면 

해당 채널의 라이브 방송과 업데이트된 영상을 카카오톡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음

n 비디오태그(VIDEOtag) 서비스 런칭(‘18.3)113)  

                   ❙그림 43 카카오TV 비디오태그(출처 : 카카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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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현황

n 월 전체 이용자 300만명(모바일 80만, 웹 220만)114) 

3)� 수익모델�및�매출액

n 사용자 수익

Ÿ 광고 수익

Ÿ 쿠키 후원

- 최대 70만원/1일 

- 수수료(스타PD 10% / 프로PD 15% / 루키PD 20%  / PD 30%)

     ❙그림 44 카카오TV PD 등급 기준 및 보상(출처 : 카카오TV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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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플랫폼 수익

Ÿ 카톡플러스 바로 결제

- 비디오태그 기능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음 

  

4)� 관련� 이슈

n 플랫폼 관련 이슈

Ÿ 카카오TV, 다음 tv팟 통합

- 2017년 2월 콘텐츠 및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 tv팟과 카카오

TV의 플랫폼 통합을 발표함. 

- 영상 이전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지난 10년간 TV팟에 쌓아놓은 

영상들을 직접 이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115)

Ÿ 비디오태그 서비스 런칭

- 미디어커머스 기술 기업 ‘핑거플러스’의 비디오태그 서비스를 카카오tv에 

적용함. 도입 당시(‘18. 3) 국내 지상파 3사와 종편 3개사 등 6개 방송사에 

적용 중이던 비디오태그 서비스를 도입한 카카오tv는 데이터 축적과 행동 

패턴 파악을 통한 개인 맞춤형 광고 제공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힘.116)

Ÿ 인공지능 자막 기술 도입

- 카카오는 2018년 2월, 인공지능 미디어 스터디에서‘카카오 아이(I) 번역’

엔진을 발표하며, 카카오TV에 자막 번역 기능을 탑재하겠다고 밝힘.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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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옥수수

� 1)� 콘텐츠�특징�

n 기존 콘텐츠 특징

Ÿ 실시간 채널, 영화, 방송VOD를 웹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

Ÿ CBS, BBC D&D 리미트리스 등 독점 시리즈 제공

Ÿ 국내 최다 스포츠 채널 및 VOD 제공

Ÿ 자사 통신사(SK브로드밴드) 이용자 전용관을 통해 별도 서비스  제공

n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움직임

Ÿ 옥수수는 2018년 13종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

Ÿ 해당 콘텐츠는 옥수수 독점 유통뿐만 아니라 복수 OTT채널, TV채널에도 

함께 유통

        ❙표 5 2018 옥수수 오리지널 콘텐츠118)

콘텐츠명 장르 공개시기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2 예능 2018.01.

이런 꽃같은 엔딩 드라마 2018.01.

시작은 키스 드라마 2018.01.

LALA 드라마 2018.02.

숫자녀계숙자 드라마 2018.03.

오목소녀 드라마 2018.05.

엑소의 사다리타고

세계여행_첸백시 일본편
예능 2018.05.

Never Sleep 나다x명미나 예능 2018.06.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 3 예능 2018.08.

독고 리와인드 모바일 무비 2018.09.

차트보 GO 예능 2018.09.

매번 이별하지만 우린 다시

사랑한다
드라마 2018.10.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드라마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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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현황

n 가입자 추이

Ÿ 2018년 2분기 가입자수 914만명(전년동기 대비 22.1% 증가)

            ❙그림 45 옥수수 가입자 추이119)

n 월간 순 이용자수(MAU) 및 체류시간

Ÿ 2018년 7월 기준 월간 순이용자(MAU) 313만명(국내 OTT시장 3위)

Ÿ 2018년 5월 네이버TV와 격차가 70만명 이상이었으나, 2개월 만에 10만명 

차이로 좁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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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2018년 7월 기준 옥수수 월간 순이용자 및 이용자 체류시간120)

Ÿ 2018년 9월 와이즈앱(앱 분석 업체) 조사 결과, 옥수수 앱 사용  시간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됨.

                   ❙그림 47 모바일 방송, 영화 서비스 월 사용시간 변화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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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익모델

n 어플리케이션 내 유료 VOD 판매

n 월정액 SVOD 중심 

     ❙표 6 옥수수 월정액 이용권 종류(2018.12월 기준)

 

이용권 명칭 이용범위
가격

(VAT 별도)

기본 월정액

Ÿ 실시간TV

Ÿ TV다시보기

1) 지상파,종편:방송 3주 후~1년 이내,

일부 콘텐츠 제외

2) CJ ENM : 방송 2개월 이후 ~ 1년 이내

매월 3,000원

*SKT 이용자

결합할인 가능

(무료 이용)

프리미어 월정액
Ÿ 최신영화, 인기영화, 해외드라마

무제한
매월 12,900원

프리미어 30일권
Ÿ 최신영화, 인기영화, 해외드라마

무제한
30일 15,400원

oksusu 안심팩 무비

월정액

Ÿ SKT oksusu 안심팩 전용관 VOD

무제한
매월 8,000원

KBS(MBC/SBS)

월정액

Ÿ TV다시보기>KBS(MBC/SBS)관 VOD

무제한(PC시청가능)
매월 6,000원

KBS(MBC/SBS)

30일권

Ÿ TV다시보기>KBS(MBC/SBS)관 VOD

무제한(PC시청가능)
30일 7,200원

CJ ENM 월정액
Ÿ TV다시보기>CJ ENM관 VOD 무제한

(PC 시청가능)
매월 13,000원

CJ ENM 30일권
Ÿ TV다시보기>CJ ENM관 VOD 무제한

(PC 시청가능)
30일 15,600원

JTBC 월정액
Ÿ TV다시보기>JTBC관 VOD 무제한 (PC

시청가능)
매월 7,000원

JTBC 30일권
Ÿ TV다시보기>JTBC관 VOD 무제한 (PC

시청가능)
30일 8,400원

채널A(MBN/TV조선)

월정액

Ÿ TV다시보기>채널A(MBN/TV조선)관 VOD

무제한 (PC 시청가능)
매월 5,000원

채널A(MBN/TV조선)

30일권

Ÿ TV다시보기>채널A(MBN/TV조선)관 VOD

무제한 (PC 시청가능)
30일 6,000원

애(愛)로관 월정액 Ÿ 영화>성인(19)>애(愛)로관 VOD 무제한 매월 11,000원
애(愛)로관 30일권 Ÿ 영화>성인(19)>애(愛)로관 VOD 무제한 30일 13,000원
19영화관 월정액 Ÿ 영화>19영화관 VOD 무제한 매월 9,000원
19영화관 30일권 Ÿ 영화>19영화관 VOD 무제한 30일 11,000원
애니프라임 월정액 Ÿ 애니>애니프라임관 무제한 매월 9,000원
슈퍼키즈클럽 월정액 Ÿ 키즈>슈퍼키즈클럽관 무제한 매월 12,000원
플레이보이(비키/

미드나잇/허니TV/핑크

하우스) 채널 월정액

Ÿ 실시간TV>플레이보이(비키

/미드나잇/허니TV/핑크하우스) 채널

무제한

매월 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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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이슈

n 콘텐츠 관련 이슈

Ÿ OTT 콘텐츠 최초 웹콘텐츠 부문 우수상

- 옥수수의 오리지널 콘텐츠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이 2018년 방송

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OTT 콘텐츠 최초로 웹콘텐츠 부문 

우수상 수상122)

Ÿ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 도입

- AI 순환신경망 모델을 통해 고객의 시청 이력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의 

시청 횟수나 재생시간을 모아 학습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를 

추천 모델에 반영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특징123)

Ÿ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지속 확대

- SK브로드밴드, 옥수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의견 

표명

- IP 발굴 위해 노력)124)

n 플랫폼 관련 이슈

Ÿ SKT 옥수수 분할 및 동남아 진출

- SKT 관계자는 옥수수를 사업분할, 외부펀딩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독립적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밝힘.

- 동남아시아로 진출 계획이며, 파트너사와 논의 중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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