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오리지널 포맷  
및 릴리즈 사례 
 
  201609_네이버 김태옥 



모바일이란 대세, 그 명암 
 

43.1초       46%        25.4% 
적정 동영상 길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는 비율 텍스트 다음 가장 많이 보는 비중 

* 기준 : 2015년 KT&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자료  



웹오리지널이라면  

‘format’보다 ‘behavior’를 따질때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네 마음을 보여줘 페이크라도 괜찮아 

https://www.youtube.com/watch?v=h_UhKcAy6xc


어떻게 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인가 

원하는걸 골라 보세요 원하는 시점을 골라 보세요 



어떻게 더 ‘생생함’을 줄 것인가 

날것이 주는 친근함을 느껴보세요 

http://tvcast.naver.com/v/474902


어떻게 ‘사용성’을 반영할 것인가 

단순히 빠르게가 아니라, 사용자 직접 재생하는것처럼 



사례들의 등장, 

웹드라마/웹예능 어디까지 봤니?  



웹드라마/웹예능 전용관 제공 중 
 

2014년부터 업계 최초 전용관 및 최다 라인업 약 200여편 제공 중 



웹드라마 ‘1천만 시대’을 맞아 
 

13년’ 8편/228만 > 14년’ 21편 > 15년’ 60편 > 16년’ 약 120편/1억 2천만 



‘10대’, ‘여성’ 중심에서 보편화 양상 
 

남녀 비율은 4:6 으로 전년도 2:8 대비 다양화  / 10대~30대 점유율은 85%로 전년대비 2% 상승 

여자 60% 

남자 40% 

10대 18% 

20대 43% 

30대 24% 

40대 
11% 

50대 
3% 

* 기준 : 2016년 상반기, TV캐스트 로그인 기반 



 현실감 반영한, ‘여성 주인공’ 약진 
 

TV에서 소외된 10대, 20대 초반 현실적 여성주인공들의 약진과 더불어 

아이돌 팬에 의한, 위한 <옆집에 엑소> ‘수포자 ‘고3이 주인공인 <퐁당퐁당LOVE> 20대 여성 싱글 스토리 <출중한 여자> 



SF 등 ‘장르’와 ‘형태’의 다양화 
 

일반 로코물에서 벗어나 연애시뮬레이션, B급 장르물의 등장 

최초의 SF 장르  <멈추지마> 동성애 소재  B급 코미디 <대세는 백합> 1인칭  시점& 세로 플레이어 <내.손.남.> 



웹예능 ‘춘추전국시대’의 도래 
 

14년’ 0편 > 15년’ 5편 > 16년’ 약 80편 



웹드 대비 ‘40대,10대’ 분포 역전 
 

남녀 비율은 웹드보다 여성이 강세  / 10대~30대 점유율은 79%로 웹드 대비 6% 낮음 

* 기준 : 2016년 상반기, TV캐스트 로그인 기반 

여자 67% 

남자 33% 

10대 11% 

20대 43% 30대 25% 

40대 
16% 

50대 
3% 



동시대성의 스멜, ‘웹예능’ 
 
 
 

빠른 제작속도 등 스낵컬쳐 최적화로 15년’ 상반기 대비 6배 양적 성장  

1인 모큐멘터리 <나는 급스타다> 커머스 모델 가능성 보인  <남자의 인생템> 음악 예능의 틈을 파고든  <노래방어택.> 



웹전용상품 ‘스폰서쉽 광고’ 확대 
 



길이에 따른 ‘중간 광고’ 출시 
 



아직 부족하단걸 알기에..! 
 
 
 

네이버 유입검색어 포함 보다 구체화된 통계를 

온라인으로 광고선택 및 계약 절차를 한번에 

통계 개선 온라인 약관시스템 런칭 



아직 부족하단걸 알기에..! 
 
 
 

15초 광고는 2분 30초 이상 콘텐츠에만 

네이버 수수료까지 모두 제작사에게 

웹드라마/웹예능 제작사를 위한 특화지원을  

15초 광고 정책 개선 수수료 정책 조정 
(2017년 말까지 한시적용) 

웹드라마/웹예능 유통지원안 제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