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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OTT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국내 방송사, OTT 플랫폼, 해외 스튜디오, 통신사 등 업계 전문가들과의 심층인터
뷰를 통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다.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축, ‘독점과 경쟁’이
라는 2개의 축을 놓고 ‘글로벌 OTT 독식’, ‘글로벌 OTT간 경쟁’, ‘OTT 춘추전국
시대’, ‘국내 OTT간 제휴합병’이라는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이를 업계 전문가
들에게 제시하고, 2023년까지 펼쳐질 글로벌 OTT와 국내 OTT의 경쟁상황 변화, 4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 이러한 경쟁상황 변화가 국내 미디어 시장에 미칠 영
향에 대해 물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넷플릭스 천하’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지만, 독점이냐 경쟁이냐에 있어서는 2021년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디즈니 플러스의 제휴전략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소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나리오 1, 4와 다수 OTT가 경쟁하는 2, 3 시나리오로
의견이 갈렸다.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은 로컬TV의 시대에서
진정한 글로벌TV의 시대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상파/케이블 방송사가 쇠퇴
하고, 콘텐츠 제작사의 공급력이 강화되는 등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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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 scenario analysi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at local broadcasting companies, domestic OTT platforms, the
local branch of Hollywood Studio,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to predict
the competitive situation in South Korea's Over-the-Top market. The two axes
of this scenario analysis are ‘Global OTT vs Local OTT’ and ‘Monopoly vs
Competition’, which yields four scenarios: the era of global OTT, global OTT
competition, local and global OTT war, and local OTT M&A. The professionals
made a prediction between the four scenarios for local media-landscape
competition. The scenario analysis shows that most local OTT professionals
expect the ‘Netflix world’ to continue, but Disney+ will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local OTT competition. The professionals are divided between
believing in the Monopolized scenarios (1, 4) and Competitive scenarios (2,
3). Local media market competition is expected to dramatically change toward
a true Global OTT era, which may shrink local broadcaster’s market power
but also expand the power of productions.
Key words: OTT, Netflix, Wavve, Scenario analysis, Competitive situation,
Global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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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을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코로
나19’를 택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일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미디어 분
야에서는 오프라인을 근간으로 하는 영화산업 (송시형, 2020; Kim, 2020), 공연산
업의 침체 (김주혜, 2020)와 더불어 OTT(Over-the-Top) 플랫폼의 급성장을 들 수
있다 (Song, 2020). 이전에도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의 급성장과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진행 중에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방송영상산업 중심 패러다임이 IP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 (신호철 ․ 김기윤 ․ 현대원, 2020)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다. 국내의 지상파,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사업자들 역시 IP 중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자체적인 OTT 플랫폼을 설립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지상파방송사들
이 지상파 광고수익 저하의 대안으로 시작한 OTT 플랫폼 ‘pooq’은 SK텔레콤의
‘옥수수’와 합병을 진행하였고, 2019년 9월 ‘웨이브(wavve)’라는 플랫폼으로 새로
시작하였다 (권남훈, 2020). CJ E&M이 2010년부터 진행해온 ‘티빙(tving)’은 2020
년 4월 JTBC와 설립된 합작법인으로 분할되었다 (선민규, 2020).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가입자 증가를 본 사업자는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이
다. 넷플릭스는 2020년 3분기 실적보고에서 한국의 가입자 수치를 처음 공식발표
하면서 2020년 9월 기준 한국 가입자가 330만 명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2020).
반면, 국내 OTT인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은 넷플릭스 만큼의 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 2020).
OTT서비스는 이미 미디어 시장의 생태계를 크게 바꿔놓고 있으며, 기존 콘텐츠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 기존 미디어 사업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
OTT 플랫폼을 런칭하고 주요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최세경, 2019). 미
국에 기반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 등 OTT 사업자는 모두 미국
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넷
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2020년 1분기에 1천6백만 명, 2020년 2분기에 1천만명의
가입자 증가를 기록해 2020년 2분기 기준 전체 가입자는 1억9천3백만 명에 달한
다 (Ellingson, 2020). 여기에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워너미디어의 ‘HBO 맥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피콕’이 가세하며 OTT 플랫폼간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격
화되고 있다 (최세경, 2019). OTT 플랫폼간 경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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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간의 경쟁과 각국에서의 글로벌 OTT와 로컬 OTT간의 경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위성TV가 등장하며 글로벌TV와 내셔널TV를 둘러싼 담론
을 연상케 한다 (Lobato, 2019). 글로벌 OTT 서비스간의 경쟁은 결국 아마존 프라
임, 훌루,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대부분이 미국에 본사를 둔 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미국 중심의 미디어 서비스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를 주도로 한 글로벌 OTT 서비스는 전 세
계 로컬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며,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2019년 기준 이용자의 58%가 미국 외 해외 이용자로 글로벌 서
비스의 특성을 공고히 했으며, 로컬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에 대응하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다 (박원익, 2020). 특히, 한국
시장은 인터넷 환경이 우수하며, 스마트폰과 IPTV 보급률이 높고, 강력한 자국 콘
텐츠 시장과 케이팝 등 한류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넷플릭스의 로컬
시장 진출, 로컬 콘텐츠의 확보,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흥미
로운 연구주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OTT 플랫폼이 미래 미디어 환경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
제 하에 국내 OTT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 대 로컬 플랫폼, 독점과 과점 등 OTT
플랫폼 간 경쟁상황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OTT 플랫폼이 콘텐츠 생산, 유통
관점에서 미디어 산업지형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OTT
플랫폼의 미래 경쟁상황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시나리오 플래닝
(Scenario Planning) 중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 방법론을 선택했다. 과거
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이용자 설문조사나 매출, 시장점유
율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알고자
할 때는 오히려 양적 분석보다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시나리오 분석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Culot et al., 2020). 국내 OTT 플랫폼의 경쟁
상황 변화 예측 시나리오 분석 수행을 위한 전문가들로는 국내 방송사, OTT 플랫
폼, 콘텐츠 사업자 등 전문가 집단을 택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한 시나리오
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인터뷰를 수행해 시나리오 분석연구를 진행
했다.
기술의 변화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콘텐츠의 변
화를 가져오게 된다 (Smith & Telang, 2016). 특히, OTT 서비스의 오리지널 콘텐
츠 전략은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사업모델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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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미 유튜브나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확립된 동영
상 플랫폼들과 다르게, 유료정액제 OTT 서비스에서는 글로벌 영역과 로컬 영역에
서 OTT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경쟁상황의 변화가 미래
미디어 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TV가 등장한 이래 무료 광고
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방송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상파에서 케이블로 사업자
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VOD로 인해 비실시간 시청에 의해 보완 혹은 대체되어왔
지만, 이번 OTT 플랫폼의 변화는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 미디어 사업자의 과점시
장이 독점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 미디어 산업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OTT 플랫폼의 경쟁상황 변화를 시나리오 분
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미디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시화해 예측해본다는 측면
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성장에 따라 OTT 플랫폼에 대해서는 미디어 커뮤니
케이션, 경영학, 문화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문헌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룰 OTT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OTT의
범주와 개념을 정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시나리오 분석 연구방법론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1. OTT 관련 선행연구 검토
OTT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전송하는
사업자로서 OVD(Online Video Distributor)라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Kim, 2019),
국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권형둔,
2019)로 통칭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인 분류가 되어있지는 못하다. 여러 연구들
도 OTT를 운영주체별, 콘텐츠의 종류, 사업모델이나 상품제 등으로 분류 (권남훈,
2020)하고 있다. 좁은 분야의 OTT 분류에 있어 글로벌 OTT 서비스로서는 넷플릭
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를, 국내 OTT 서비스로서 웨이브, 왓챠, 티빙 등
유료정액 가입형 서비스를 칭한다. 넓은 의미의 OTT 분류에 있어서는 유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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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TV, 네이버TV, 카카오TV, 판도라TV 등 광고를 기반으로 한 동영상 서비스
와 이동통신사들이 운영 중인 시즌, U+모바일TV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플랫폼이
라는 관점에서도 유튜브나 틱톡의 경우처럼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
리고, 이용하는 서비스와 넷플릭스 등 유료구독형 OTT는 다르다. 넷플릭스 등은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올리거나,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으며,
월정액의 유료서비스란 점 등에서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HBO와 같은 고품질 유료 정액 채널 서비스에 가깝다 (Lobato, 2019)고 보기도 한
다. 유튜브, 틱톡과 같은 플랫폼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한 것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권남훈, 2020)이란 범주를 선
택해 일반이용자가 아닌 전문적 콘텐츠 제작자의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콘텐츠를
월 정액제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중 글로벌 OTT로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 디즈니 플러스, 피콕 등을 국내 OTT로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의
서비스로 한정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유료가입형 OTT 서비스로 범위를 한정
한 것은 유튜브, 틱톡 등 무료 OTT 시장을 포함할 경우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할
지, 유료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등이 모호해지고, 분석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져 본 논문이 의도하는 글로벌-로컬 OTT간 경쟁상황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전편을 서비스하면서 유료방송시
장과 직접적으로 대체되는 시장을 단건 결제 PPV(Pay Per View Vieo On Demand)
서비스와 SVOD (Subscription VOD)로 분류했을 때 (이건협 ․ 조지형 ․ 조신, 2019),
글로벌 OTT 시장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채택한 유료가
입형 OTT 서비스를 기준으로 경쟁상황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편을 활용한 DVD 대여사업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2007년 온라인 스트리밍 서
비스에 진출했고, 초기 NBC 유니버설 등 할리우드 스튜디오 및 유료채널 스타즈
등은 넷플릭스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민
병준 ․ 고제경 ․ 송재용, 2020).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영화사와
유선방송사들은 넷플릭스를 크게 경계하게 되었고, 2012년 콘텐츠 수급이 어려워
지면서 넷플릭스는 빈지와칭(Binge watching) 등 ‘넷플릭스 현상’을 만들어 낸 ‘하
우스 오브 카드’ 등 오리지널 형태의 콘텐츠 제작에 직접 뛰어들게 된다 (송민정,
2016; Steiner & Xu, 2020). 넷플릭스는 캐나다 (Davis & Zboralska, 2017), 브라질
(Dias & Navarro, 2018), 호주 (Dwyer et al., 2018), 스페인 (Castro & Cascajosa,
2020), 이스라엘 (Wayne & Castro, 2020)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로컬 시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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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협업과 경쟁을 통해 시장확장에 성공했다. 2010년 캐나다에 진출한 넷플릭
스는 캐나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넷플릭스 가입자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고
(MTM, 2016), 2011년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2017년 기준 브라질에서
6백만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캐나다와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규제당국과 세금, 불
공정 거래 등 이슈를 겪고 있다 (Davis & Zboralska, 2017; Dias & Navarro, 2018).
2015년 스페인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2015년 현지 통신사가 운영하는 Movistar+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2018년 기준 스페인의 넷플릭스 가입자는 2백만명에 달
해 전체 스페인 인구의 12.5%를 차지했고, Movistar+의 경우 220만 가구에 1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Castro & Cascajosa, 2020). 2016년 넷플릭스가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 후부터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으로 수직 계열
화를 이뤄내면서 다시 소비자 규모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며 기존 미디
어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을 변경시키고 있다 (민병준 외, 2020). 각국
에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위치는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의 경우 메인스
트림의 중산층 제품인 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에서는 영어가 사용가능한
코스모폴리탄 상류계층의 상품으로 접근되었다 (Lobato, 2018). 넷플릭스가 진출한
세계 각국의 상황을 영어권, 비영어권, 지역 OTT와의 경쟁 관점 등으로 비교분석
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일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략적인 상황을 살펴보
고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며, 국내 영상 제작산업
에 미친 영향을 관련기업의 매출, 고용자수 등의 변화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에서
는 유튜브가 국내 영상유통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제작
사에는 긍정적 영향을 유통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조사했다 (손민
정, 2020).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서비스 확산이 국내 미디어 시장과 문화에 미
칠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전문가집단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을 우려한
반면, 일반 소비자 집단은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문화적 다양
성과 정체성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는데 (정인숙, 2020), 이는 2030세대의 넷
플릭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OTT가 등장하며 소
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국내 OTT를 자극해 콘텐츠 제작사에게 성장기회를 제
공해 줄 수 있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해외 콘텐츠
유입만 커지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 (손민정, 2020)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2020년
8월 기준 국내 OTT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넷플릭스 40.28%, 웨이브 20.67%, 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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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시즌 11.07%, U+모바일TV 9.09%, 왓챠 5.3%(시즌이나 U+모바일TV의
경우 무료이용자 포함)로 추정된다 (노동환, 2020). 이는 멀티로그인을 허용하는
넷플릭스의 정책상 유료가입자보다 이용자가 더 많이 잡힌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미 국내 최대 OTT 사업자는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에 대한 사용자 조사를 통해 서비스 경험만족도와 사용
평가를 수행한 연구 (최혜선 ․ 김승인, 2020)에서는 이용자들이 넷플릭스의 경험만
족도를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 콘텐츠 선택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힌다. 기대가치 이론(Expectancy Value Theory) 관점에서 국내외 OTT 서비스의
이용전 기대와 이용 후 충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국내 OTT 서비스에 대한 콘텐
츠 기대와 충족사이의 차이가 크며, 해외 콘텐츠 다양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결
론냈다 (신선경 ․ 박주연, 2020). 모바일 OTT 서비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이용
행태를 살펴본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가 넷플릭스, 왓챠 등 월정액형 서비스를,
20~50대가 웨이브, 티빙 등 혼합형 국내 OTT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2
개 이상의 OTT 서비스를 구독하는 이용자수가 계속 증가해 2019년 11월 기준 타
서비스 중복이용자 비율은 27%, 평균 이용 앱 개수는 1.3개였다고 한다 (닐슨코리
안클릭, 2020). 미국에서의 OTT 동시 이용률은 더욱 높아서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
라임 비디오의 동시가입률은 2017년 45%에 달했다 (최세경, 2019).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콘텐츠’이고, ‘콘텐츠’의 확보에는 막대
한 자원이 필요하다. 글로벌 OTT 사업자로서 넷플릭스는 막대한 자원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확보에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유리하
다고 할 수 있다 (김수현, 2020). 넷플릭스 뿐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피콕 등도 디
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거대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내 OTT 사업자에 앞선 것이 사실
이다.

2.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분석은 1) 분석의 대상 범위를 정의하고 2) 주요한 이해관계자를 인지한
후 3) 기본 트렌드를 파악하고 4) 주요한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인지해서 5) 기본
시나리오 테마를 구성 6) 일관성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7) 러닝 시나리오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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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8) 조사요구를 인지하고 9) 양적모델을 개발해 10) 결정시나리오로 발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Schoemaker, 1995). 시나리오 분석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이뤄지
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맞은 국내 통신사업자의 대응방향과 관련된 연구 (박
지은 ․ 권혜선 ․ 김성철, 2016)의 경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통신사가 미디어 등 융
합산업에 진출했을 때의 주도권 확보여부,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가치 변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문가 답변으로 유력한 시나리오를
선정해 통신사의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처럼 시나리오 분석과 관련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줄이기 위
해서’ (Godet & Roubelat, 1996)이고, 예측의 첫 번째 목표는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미래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또한 해당 생태계의 지
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며, 생태계내의 참여자들을 포함해 그 구
성현황을 시간 축에 따라 면밀하게 관찰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원, 2012).
OTT 플랫폼과 관련한 미디어 시장의 미래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살펴보려는
연구도 국내외에서 진행된 바 있다. 글로벌 OTT의 진출을 유료방송시장의 변화란
관점에서 시나리오 네트워크 매핑(SNM) 기법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
의 경우, MSO, SO, 통신사, IPTV 등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IPTV, 케이
블, OTT를 포괄하는 통합플랫폼의 등장, 기존 시장체제 유지, IPTV 사업자와
OTT 사업자만 성장, 해외OT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
해냈다 (신호철 외, 2020). 이 연구의 경우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케
이블TV와 IPTV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며, 글로
벌OTT에 편향된 시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해외에
서도 OTT서비스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영향연구에서 초고속 인터넷 덕분에 OTT
가 가능했지만, 통신사업자는 OTT 서비스로 인한 직접 수익은 없는 반면, 이용자
의 데이터 사용을 촉진해 데이터 정액제 가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OTT 서비스는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Sujata et al., 2015)고 연구된 바
있다. 또한, 넷플릭스 시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사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위해 전통적 미디어사의 제도논리(commitment
logic)와 OTT 서비스의 편의차원 제도논리(convenience logic)의 두 가지 제도적 논
리(Institutional Logic)가 각각 강해질 때와 약해질 때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
래를 예측하고자 한 연구 (Hadida et al., 2020)도 있다. 딜로이트(Deloitte)가 2018
년 발표한 2030년 TV와 영상시장의 지형 변화 보고서 (Boehm et al., 2020)는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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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분석을 통해 콘텐츠와 플랫폼, 로컬과 글로벌이란 두 개의 축으로 글로벌 플
랫폼, 로컬 플랫폼, 로컬 콘텐츠 제작자,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가 시장주도권을 장
악할 경우의 미래지형을 예측하고자 했다. 기존 미디어 기업들의 OTT 서비스 직
접 진출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래의 시장변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OTT 서비스의 확
장, 글로벌 OTT의 편중에 대해 우려하며 OTT 서비스에 대한 방송미디어 분야 정
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축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
연구에서 동의하고 있었지만, 이미 글로벌 OTT 플랫폼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콘텐츠 제작사들이 OTT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콘
텐츠 제작자와 플랫폼간의 구분은 모호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OTT 시장의 시나리오 분석은 유료방송 시장과 OTT 간의 경쟁관계를 살
펴보거나 (신호철 외, 2020), 통신사업자에 대한 OTT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거나 (Sujata et al., 2015), 전통적 미디어와 OTT 서비스의 서로 다른 의사결정
방식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했고 (Hadida et al., 2020), 딜로이트 보고서 (Boehm
et al., 2020) 역시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간의 시장주도권 관점에서 살펴볼 뿐
OTT 플랫폼간의 경쟁을 예측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OTT 플랫폼이 콘텐츠 생산,
유통관점에서 미디어 산업지형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고 국내 시장
에서의 OTT 플랫폼 간 경쟁상황 변화를 예측하고자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 하고
자 했고,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시나리오 분석의 두 가지 축을 선정할 수 있었다.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축으로는 ‘글로벌 vs 로컬’로 OTT 플랫
폼을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OTT 플랫폼과 로컬 OTT 플랫폼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글로벌 대 로컬의 경쟁상황은 미국 할리우드 중심의 해외 콘텐츠와 로컬 콘
텐츠간의 경쟁이란 측면에서, 또한, 로컬 콘텐츠 사업자의 밸류체인(Value Chain)
과 사업모델(Business Model)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분석의 두 번째 축으로는 ‘독점 vs 경쟁’으로 특정 OTT
플랫폼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집중도를 기준으로 하고자 했다. 음악, 영상 등
콘텐츠 산업에서 독점과 경쟁 등 시장집중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문화생
산론(the Production of Culture)에서 이미 설명된 바가 있다 (Peterson & Berger,
1975). 영화, 음악시장에서 할리우드 스튜디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문
화콘텐츠의 다양성이 발현되지만, 인수합병 등을 통해 독과점시장으로 변화하
게 되면 콘텐츠가 동질화되고 산업이 정체되게 된다. 또한, 적소이론(the N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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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 시장은 광고예산, 소비자의 지출과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Dimmick, 1997), 유료구독형 OTT 플랫폼은
유료구독자라는 한정된 자원과 적소폭(niche dimension)을 놓고 OTT 플랫폼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시장에서의 글로벌
OTT와 국내 OTT간의 경쟁상황을 글로벌과 로컬플랫폼의 경쟁, 독점과 경쟁이란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미디어 시장이 IP 기반, OTT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미디어 기업
들 역시 다양한 형태로 OTT 시장에 직접 진출 혹은 제휴 및 합병을 통해 시장변
화에 대응하고 있다 (최세경, 2019). 특히, 넷플릭스를 주도로 한 글로벌 OTT 서
비스는 전 세계 로컬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며,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견
인하고 있다 (민병준 외, 2020). 콘텐츠 사업자 중심의 OTT 서비스와 독립 OTT
사업자와의 구분은 콘텐츠 사업자로 시작하지 않은 OTT 사업자도 오리지널 콘텐
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
며, 콘텐츠 제작자들도 자신의 OTT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시
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해졌다 (손민정, 2020). 또한, 글로벌 OTT
서비스간의 경쟁 역시 결국 아마존 프라임, 훌루,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대부분이 미국 중심의 서비스란 측면에서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미국 중심적 콘
텐츠란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OTT
대 각국의 로컬 OTT의 경쟁상황은 해외 콘텐츠와 국내 콘텐츠간의 시장분할, 콘
텐츠 제작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존 콘텐츠 사업자의 밸류체인과 사업모델의
변화란 측면에서 각국의 미디어 산업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OTT와 로컬 OTT 간의 경쟁상황을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시장에서의 OTT 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경쟁상황 변화의 시점에 대해서는 2021년 대부분의
글로벌 OTT 플랫폼과 국내 OTT 플랫폼 출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쟁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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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정리될 시점을 3년 후인 2023년으로 설정했다.
연구문제 1. 2023년까지 글로벌 OTT와 국내 OTT의 경쟁상황 변화는 어떻게 펼쳐
질 것인가?
연구문제 2. 2023년까지 글로벌 OTT와 국내 OTT의 경쟁상황 변화는 국내 미디어
시장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연구문제 3. 2023년까지 국내 OTT 시장상황은 4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형태에 가
깝게 될 것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가 국내 시장에서의 OTT 경쟁상황분석을 위해 택한 시나리오 분석
(Scenario Analysis)은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데이터를 한정된 수
의 가능한 상황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여러 요소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작
용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 (Schoemaker, 1995)는 장점이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는 100년 전에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달을 예측하기 힘든
과소예측의 오류와 약효나 우주여행에 대한 기대 등 과다예측의 오류이고, 시나리
오 분석은 이러한 오류를 보완해 과다예측과 과소예측의 중간자리를 차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choemaker, 1995).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좋은 예
측이란 행동을 끌어내고, 위험을 피해서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것이
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모습이 필요 (Godet &
Roubelat, 1996)하다. 따라서, 글로벌 OTT와 국내 OTT 간 경쟁상황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미디어 업계 실무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를 통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했다.
시나리오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한 ‘글로벌과 로컬’, ‘독점과 경
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축인 ‘글로벌과 로컬’이란 축
은 미디어 연구에서 위성TV의 등장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분야이
며, 넷플릭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후 글로벌 TV의 등장이란 관점에
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어떤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인지를 정의하는
것부터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플랫폼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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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두고 있는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두 번째 축인 ‘독점과 경
쟁’이란 축은 특정 OTT 플랫폼의 시장독점, 혹은 국내외를 포함해 여러 OTT 플
랫폼들의 시장에서의 경쟁이 벌어질 것인지 등의 경쟁정도로 선정했다. 경쟁정도
는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CR(Concentration Ratios)와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기준으로 했지만 (박주연 ․ 전범수, 2009), 이미 현재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CR3가 90% 이상이고, HHI 지수도 독점정도가 심한 300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 상황의 경우에도 CR3 70%대, HHI 지수 2000 내외 정도로
독과점의 정도가 다소 약해지는 상황을 상정했다. 이러한 경쟁정도는 유료구독자
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다투고 있는 OTT 플랫폼의 경쟁에서 향후 미디어 콘텐
츠의 제작, 배포에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두 가
지 축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이들과의 심
층인터뷰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자 했다.
전문가 패널은 방송사의 콘텐츠 유통담당, 국내 OTT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으
로 구성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OTT 시장이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 각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의 경쟁상황 변화를 예측하고자 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표 1>과 같이 방송사에서 국내외 OTT에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유통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OTT 플랫폼 전문가의 경우 전략적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특정 방송사나 업계에
편향되지 않기 위해 국내 주요 방송사의 유통 및 정책 담당, 해외 스튜디오의 라
이센스 담당, 두 군데 이상 플랫폼의 전략 담당, 통신사의 OTT 관련 정책담당,
OTT 관련 서적을 펴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최대
한 업계의 다양한 시각을 듣고자 했다. 시장에 대한 더욱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학계 관계자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으나, 방송사 및 OTT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논문이 적은 점을 감안해 본 논문에서는 업계시각에 중심을 두어
향후 더 폭넓은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했다. 자유로운 답
변을 위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전문가의 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
인 패널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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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문가 패널 구성
현업 소속

담당 업무

경력

방송사 A

미디어 정책담당

OTT 등 뉴미디어 정책담당 차장급

방송사 A

콘텐츠 국내 유통담당

IPTV, 케이블 등 국내 콘텐츠 유통 부장급

방송사 A

콘텐츠 해외 유통담당

해외 방송사 및 OTT 콘텐츠 유통 부장급

방송사 B

콘텐츠 유통담당

해외 방송사 및 OTT 콘텐츠 유통 팀장급

방송사 C

콘텐츠 유통담당

해외 방송사 및 OTT 콘텐츠 유통 실무급

해외스튜디오 A

콘텐츠 라이센스 담당

할리우드 3대 스튜디오 국내 지사장

플랫폼 A

전략담당

방송사 출신 국내 OTT 플랫폼 전략담당

플랫폼 B

콘텐츠 수급담당

국내 OTT 플랫폼 총괄

플랫폼 C

OTT 관련 전문가

국내 OTT 관련 저술 및 강의 진행

통신사 A

OTT 담당

통신사 내 OTT 플랫폼 정책 담당

이들 패널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구조화된(Structured) 인터뷰 방식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 사전 구성된 시
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 주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설정하고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먼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3. 시나리오 구성
<그림 1> 글로벌 vs 로컬, 독점 vs 경쟁 시나리오
글로벌
시나리오-2

시나리오-1

‘글로벌OTT간 경쟁’

‘글로벌OTT 독식’

경쟁

독점

시나리오-3

시나리오-4

‘OTT 춘추전국 시대’

‘국내OTT간 제휴합병’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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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층 인터뷰 전 선행연구를 통해 OTT 플랫폼의 경쟁에 있어서 ‘글로벌-로
컬’, ‘경쟁-독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설정하고, <그림 1>과 같이 총 4가지의 시나
리오를 구성했다. 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주된 플레이어들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
는 것으로 상정하고, 로컬(국내) OTT 플랫폼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유료구독형
OTT 플랫폼과 시즌, U+모바일TV 등 국내 통신사가 운영하는 OTT 플랫폼으로
설정했고, 글로벌(해외)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국내에
이미 진출한 플랫폼과 디즈니 플러스, 훌루, 피콕, 애플TV플러스, HBO 맥스, 아이
치이 등 아직 국내에 진출하지 않았거나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OTT 시장에서 일정 이상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플레이어들을 포함했다.
시장점유율은 이용자수가 아닌 유료구독자수를 기준으로 설정했고, 전체 유료구독
자수는 현재 시장 추정치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별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림 2> 2020년말 유료구독자 기반 국내 OTT 시장점유율 추정

주: 유료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추정
출처: 넷플릭스 2020년 3분기 실적보고(http://ir.netflix.net), 유재혁 (2020), 노동환 (2020)

각 플랫폼의 자체 실적발표, 인터뷰, 이용자 통계 기반 추정치를 기준으로 유료
구독자라는 한정된 자원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추정했다 (넷플릭스IR, 2020; 노경조,
2020; 노동환, 2020). 2020년말 기준 현재 시장은 <그림 2>와 같이 넷플릭스가
47%, 웨이브가 28%, 티빙이 19%, 왓챠가 6%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상태로 CR3
93%, HHI 3300으로 독점적 시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김지희 ․ 유형선 ․ 서주
환 ․ 김유일 ․ 황지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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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글로벌 OTT 독식 시나리오

주: 유료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추정
출처: 2023년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자체 예측

시나리오-1 (글로벌 OTT 독식)은 <그림 3>과 같이 소수의 글로벌 OTT가 국내
OTT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단독 혹은 디즈니 플러스 등과
함께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상황으로 주요 국내 콘텐츠가 특정한 글로
벌 OTT 서비스에 주로 공급되고, 해외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는 형태를 상정했
다. 총 유료구독자 수는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적은 수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
<그림 4> 글로벌 OTT간 경쟁 시나리오

주: 유료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추정
출처: 2023년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자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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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OTT에서 대부분의 콘텐츠를 소비해서 여
러 OTT를 동시에 구독할 필요가 적은 상황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1
의 추정 CR3는 85%, HHI는 3400으로 현재추정 시장과 유사한 형태지만, 글로벌
OTT가 1, 2위 시장을 차지하는 형태로 글로벌 OTT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형태다.
시나리오-2 (글로벌 OTT간 경쟁)는 <그림 4>와 같이 다수의 글로벌 OTT 서비
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서로 경쟁하지만,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피콕 등 여러 글로벌 플랫폼이
상호 경쟁하지만, 특정한 플랫폼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지는 못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이 경우, 주요 국내 콘텐츠가 여러 글로벌 플랫폼에 공급되고, 해외 콘
텐츠의 소비는 늘어나는 형태이다. 구독자수는 시나리오 글로벌 OTT 독식보다는
늘어나지만 국내 OTT와 함께 경쟁할 때보다는 적게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했다.
시나리오-2의 추정 CR3는 75%, HHI는 2000으로 현재추정 시장보다 경쟁정도가
다소 심해지고, 다수의 글로벌 OTT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형태다.
<그림 5> OTT 춘추전국시대 시나리오

주: 유료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추정
출처: 2023년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자체 예측

시나리오-3 (OTT 춘추전국시대)은 <그림 5>와 같이 다수의 국내 OTT와 글로벌
OTT가 경쟁하지만, 국내 OTT 플랫폼의 시장점유율 합이 50%를 넘어서는 형태로
가장 시장집중도가 완화된 상태에서 국내 콘텐츠의 소비가 현재 수준으로 지속되
는 형태를 상정했다. 국내에 여러 글로벌 OTT가 진입해서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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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차지하고, 국내 OTT도 다수가 서로 경쟁하면서 생존가능한 일정 이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OTT간 독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OTT 구독자들도 다수 OTT를 동시에 구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
로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유료구독자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OTT와 로컬 OTT간 경쟁이 가장 치열해지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져서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여러 OTT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보고 싶은 콘
텐츠에 따라서 순환 구독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시나리오-3에는 유료구독자가 증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만 치열해져서 한계상황에 처하는 OTT플랫폼이 서비
스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인수 합병 당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은
OTT 플랫폼이 존재할 경우 낮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장기적
으로 거대 사업자에게 인수되는 형태가 펼쳐질 것이므로 시나리오-3의 상태가 장
기간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시나리오-3의 추정 CR3는 72%, HHI는 2000
으로 현재추정 시장보다 경쟁정도가 다소 심해지고, 다수의 로컬 및 글로벌 OTT
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형태다.
<그림 6> 국내 OTT간 제휴합병

주: 유료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추정
출처: 2023년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자체 예측

시나리오-4 (국내 OTT의 제휴 합병)는 <그림 6>과 같이 하나 혹은 두 개의 특
정한 국내 OTT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에 진출한 로컬 OTT도
하나 혹은 두 개 정도가 시장점유율 50% 미만에서 경쟁하는 형태를 상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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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OTT 플랫폼이 제휴, 인수합병이나 사업자의 정리 등의 과정을 통해서 통
합되며, 국내 콘텐츠 소비가 해외 콘텐츠 소비를 앞서는 형태를 그려본 것이다. 국
내 이용자들 상당수가 다수 OTT가 아닌 특정한 국내 OTT에 가입하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몇몇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에서 한정된 이용자 군을 확보하
는 상태로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4에서는 웨이브와 티빙이 합병하는 경
우를 상정했는데, 이 경우 국내 OTT 이용자들이 통합플랫폼을 가입하고, 1개 정
도의 글로벌 OTT 플랫폼을 추가 가입하는 형태를 가정해 국내 OTT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합플랫폼의 경우에는 해외 OTT 플랫폼
과 전략적 제휴가 원활해질 수 있어 시장점유율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시나리오-4의 추정 CR3는 95%, HHI는 4300으로 현재추정 시장보다 독
점정도가 더 강해지고, 소수의 로컬 OTT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형태다.
본 시나리오 구성을 제시한 후 전문가 패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위 시나리오 중 국내 OTT 시장상황은 어떤 형태에 가장 가깝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2. 3년 후에 글로벌 OTT와 국내 OTT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료 가입자를 확보
할 사업자는 어디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3년 후에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OTT 플랫폼은 글로벌 OTT와 국내
OTT를 포함해 몇 개라고 예상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3년 후에 글로벌 OTT 플랫폼의 유료 가입자와 국내 OTT 플랫폼의 유료 가입
자를 추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고, 국내 이용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OTT 플
랫폼을 구독할 것인지 아니면 더 적은 OTT 플랫폼을 구독할 것으로 생각하는
가?
5. OTT 시장상황 변화는 국내 미디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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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패널 인터뷰를 통한 시나리오 분석
전문가 패널 인터뷰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표 2>와 같
이 총 10명의 업계 전문가와의 1:1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 인터뷰는 서면으
로 연구의 취지와 시나리오 내용을 읽게 한 후 구두로 각 시나리오의 상세한 내용
을 설명하고 개별질문에 대한 응답을 듣는 방식의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자유인터뷰를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질문에 대한 처음 답변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정되기도 하였으며, 특정한 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방식보
다는 향후 펼쳐질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표 2> 전문가 패널 인터뷰 요약
전문가

1.시나리오 2.최대 유료
예상
가입 OTT

3.OTT
수

4.인당 OTT
가입수

5.국내 미디어 시장 변화예측

A

2→4→1

넷플릭스

5

현재수준

넷플릭스로 공급처 집중,
디즈니플러스 중요성, 로컬 방송사
입지 약화

B

2→1

넷플릭스

8

현재보다↑

방송사 위축, 제작사 번성,
중간배급업자 괴멸

C

3→4

웨이브

5+

현재보다↑

콘텐츠 제작자 우선시장,
로컬플레이어간 연합

D

1

넷플릭스

5+

현재보다↑

방송사 위축, 제작사 번성

E

1→3→2

넷플릭스

8+

현재보다↑

유료OTT외 무료OTT 서비스 부상
예상

F

3→4→2

넷플릭스

4+

현재보다↑

전통적 미디어 사업자 위축, OTT와
IPTV간 경쟁심화

G

3→2→1

넷플릭스

4+

현재수준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의 OTT
의존도 심화

H

2

넷플릭스

6+

현재보다↑

콘텐츠 퀄리티 상승, 방송사 입지
약화 (글로벌 배급시장 입지약화)

I

4→1

넷플릭스

7+

국내1, 해외2

방송광고시장 축소, IPTV 축소,
직거래 가속화

J

2 or 3

넷플릭스

7+

현재보다↑

여러 OTT 구독해 산업전체 성장.
콘텐츠 외 OTT자체 경쟁력 중요.

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표기는 무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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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넷플릭스 천하
“돈을 불태워서 가입자와 맞바꾸는 넷플릭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OTT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것”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한 사실 중 하나
는 글로벌과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
라는 점이었다. 시나리오 1, 2, 3, 4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많은 유료구독자를 확보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높은 점유율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도 전문가 대부분
이 동의하였다. 전문가 A는 “의심의 여지없이”, “돈을 불태워서 가입자와 맞바꾸
는 플랫폼”, 전문가 B는 “규모의 경제의 완성”과 같이 넷플릭스가 글로벌에서 2억
명에 달하는 유료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이미 다른 사업자가 쉽게 맞서기 힘든 규
모의 경제와 자본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전문가 B, G처럼 시나리오 2
혹은 3을 거칠 것이고 많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살아남을 것이지만, 결국 최종
승자에 가까운 플랫폼은 넷플릭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현재도 시나
리오 1에 가까운 상황이고, 미래에도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이 추
가될 수 있지만, 넷플릭스의 경쟁우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
다. 전문가 A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현재 넷플릭스는 “의적 로빈훗”이라며 저렴
한 비용에 막대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넷플릭스를 쓰
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강세를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로
컬시장에서의 현지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글로벌 OTT로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디즈니 플러스가 최소 3년 이내에는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어
려울 것이라 예상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로컬 시장에서의 현지화’를 거론
하며, 넷플릭스가 각국의 미디어 시장에서 현지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
다. 전문가 C는 국내 통신사의 마케팅 능력으로 “장기적으로 유료가입자를 기준
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통신사를 등에 업은
웨이브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가장 수익성 높은 가입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 E는 “유료가입자 수만으로
보면 이미 800만 유료회원을 확보한 쿠팡 플레이가 가입자 수로는 가장 많을 수
도 있지만, 무료 OTT 플랫폼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C, E, F, H,
J처럼 OTT 시장이 시나리오 1, 4와 같이 독과점 플레이어들이 지배하는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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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특정 콘텐츠나 타겟층에 특화된 OTT 플랫폼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크
기까지 성장해서 시나리오 2, 3과 같이 여러 플랫폼이 공존하는 구조를 예상하는
전문가들 역시 반드시 생존할 사업자로는 넷플릭스를 선택했으며, 다수 전문가들
이 ‘넷플릭스법’이나 ‘콘텐츠 쿼터’ 등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2) 방송사의 쇠퇴와 A급 제작사 전성시대
“지상파, 케이블 할 것없이 플랫폼 역할을 하던 방송사의 쇠퇴는 불가피...”
“콘텐츠 제작사에게 넷플릭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플랫폼 역할을 하던 방송사의 쇠퇴가 불가피 할 것이라
는 예상이 많았다. “지상파 공영방송은 글로벌 TV, 유료 OTT 플랫폼이 미디어 시
장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밖에” 없으며, 정도의 차이
는 있겠지만, 이는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견이었다(전문가
A, B, C, D, E, F, H, I). 비록 스포츠 중계, 보도,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방송사 자체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OTT 플랫폼이
주요 제작사와 직거래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던 방송사업자가 현재의 자리를 유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되었
듯이 국내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은 열악한 조
건으로 콘텐츠를 납품받던 국내 방송 사업자에 비해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꽃길’
을 열어주는 귀한 손님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전문가 F는 “S급 배우나 작가의 경
우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안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에는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출연하지 않는다”고 소개하며, “출연자나 작가 입장에서 국내 시장에
서만 방영되는 지상파 드라마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넷플릭스
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문가 B, D는 “작가, 출연자, 연출 등 A급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사들은 최소 3년간 OTT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급협상력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
했다. 여러 OTT를 경쟁시켜 최고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을 소비시장으로서뿐 아니라 중요한 콘텐츠 공급처로 생
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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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문가 A는 “A급 제작사가 아닌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
려울 수 있지만, (국내 방송사가 제작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의 여
러 요소시장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전문가 I처럼
“OTT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사 혹은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직거래가 점차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넷플릭스가 한
국 콘텐츠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설립한 것은
한국이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에 이어 주요 콘텐츠 공급시장으로 자리매김했음
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시나리오 2, 3을 거쳐 시나리오 1이나 4로 진행될 경
우 콘텐츠 제작사의 ‘좋은 시절’도 결국엔 끝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여러 전문가
들이 공감하는 바였다(전문가 A, B, D, G, I).
3) OTT 전국시대와 독과점의 시대 사이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구독하거나 골라서 구독하고 해지할 것”
“결국에는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국내 시장에서 시나리오 2, 혹은 3과 같이 OTT 전국시대
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문가들(E, F, H, J)과 결국에는 시나리오 1 혹은 4와 같이
독과점의 시대가 펼쳐질 것(A, B, C, D, G, I)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섰다.
시나리오 2 혹은 3의 OTT 전국시대를 예상한 전문가들은 아마존, 쿠팡 등 쇼핑
사업자나 애플 등 기기사업자, 혹은 통신사업자들이 본업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OTT 플랫폼들도 계속 생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들이 현
재보다 OTT 구독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은 전체 시장에서의
OTT 사업자들은 상당기간 다수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소비자들이 콘텐
츠에 따라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구독하거나, 플랫폼을 골라서 구독하고 해지하는
행동을 반복할 것이고, 각 OTT들은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확보와 오리
지널 콘텐츠 제작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J는 “여러 새로운 OTT의 등장은 OTT 산업자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콘
텐츠 외에 OTT 자체 경쟁력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 E는 본 시나
리오에서 제시하지 않은 “쿠팡, 카카오TV가 일정 이상 국내 시장에서 일정이상
파괴력을 지닐 것”이지만, “결국에는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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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에게는 글로벌 OTT든 로컬 OTT든 이러한 OTT 전국
시대가 계속될수록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독
과점의 시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한 전문가들(전문가 A, B, D, G)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출혈경쟁 속에서 자본력이 강한 사업자나 특정한 카테고리 킬러를 확
보한 사업자만 살아남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시장이 정리된다
면, 과거 미국 영화시장이나 음악시장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한정된 OTT 플랫폼의
독과점 시대가 다시 펼쳐질 것이고 가격인상, 콘텐츠 동질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
가 크다는 점을 전문가 A, B, D, G, I 등은 지적했다. 결국 시나리오 1이나 4로 진
행될 경우에 콘텐츠 제작사의 공급협상력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편익도 감소하는
반면 플랫폼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압도적 1위 사업
자가 시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시장 균형을 찾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4) 넷플릭스 독점의 변수는 디즈니 플러스
“OTT 플랫폼 시장이 넷플릭스 독점으로 갈 것인지 아닐지 가장 큰 변수는

디즈니 플러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에 달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OTT 플랫폼 시장이 경쟁적 시장으로 갈 것이냐 독과점
시장으로 갈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성공할 것인지, 글로벌 진출에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지를 가장 큰 변수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전문
가 A는 미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것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는 디즈니 플러스가 보유한 콘텐츠 카탈로그가 풍부하지 않
은 약점”을 보이고 있고, “탈퇴율 역시 넷플릭스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고, 전문
가 B는 디즈니 플러스가 가족용 OTT로서의 강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OTT 시장에서는 고급형 성인 대상 콘텐츠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 H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요인은 “스
타워즈의 스핀오프 콘텐츠인 만달로리안 등 때문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
다”고 말했다. 디즈니 플러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로컬화 전
략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었는데(전문가 A, B, C, H 등), 전
문가 C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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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과거 MTV 등 여러 거대미디어 플
랫폼의 로컬진출이나 초기 넷플릭스의 시장진입에서처럼 디즈니 플러스 역시 자
사 콘텐츠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로컬 콘텐츠에 대한 확보전략이 약하다는 점
을 들고 있었다. 전문가 B, C처럼 디즈니 플러스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브랜드를 사용하며, 여러 제휴전략을 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로컬
OTT와 제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디즈니 플러스의 향후 전략이 국내 OTT
에게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점도 공통된 시각이었다. 전문가
C, E처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TV, 피콕, HBO 맥스 등 다른 글로벌 OTT
플랫폼의 경우에는 탄탄한 모기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속될 것이지만 국내 시장
의 진출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하고, 진출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전문가 E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광고기
반 무료 OTT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유료구독형 OTT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다”란 점을 지적했다.

5) 로컬 OTT의 한계와 가능성
“웨이브나 티빙이 합병한다고 큰 시너지가 날 것인가”
“글로벌 OTT와 제휴해야 로컬 OTT도 살아남지 않을까?”
로컬 OTT 플랫폼으로서의 국내 OTT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았다. 웨이브나 티빙이 생존을 위협받지는 않겠지만, 전문가 A의 말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포커판”인 OTT 플랫폼 간 경쟁에서 글로벌 OTT에
비해 자본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고, 전문가 C는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 역시
자사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해야 생존이 가능한 상황에서 웨이브나 티빙으로 콘텐
츠를 계속 몰아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연구문제 3’ 중 시나리
오 4와 관련해서 전문가 A처럼 “로컬 OTT는 생존이 어렵고, 더 잘 되게 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처분하려고 합병하게 될 것”이라며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
E 역시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양사의 합병이
큰 시너지를 낼지도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전문가 A, B, F는 “웨
이브와 티빙의 콘텐츠를 상호 교환하거나, 콘텐츠를 번들링으로 묶는 방식의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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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는데, OTT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양사의 합
병이나 제휴보다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었다. 전문가 E는 “웨이브, 티빙은 콘텐츠 사업자가 중심인 플랫
폼 서비스가 왜 안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며 경쟁 서비스에 비해 훨씬 많은 콘
텐츠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가 C는 “로컬 OTT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혹은 생존하기 위해
서는 각국의 로컬 OTT와의 제휴나 글로벌 OTT 중 2위, 3위 사업자와의 지역제휴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B는 “로컬 OTT로서 국내 OTT가 살아남기 위해서
는 전통미디어와 국내 미디어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정부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 J, F를 제외하면, 모기업이 탄탄하지 못하고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 OTT의 경우에는 결국 시장에서 인수되거나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자본력의 싸움’에서 뒤처지는 상
황에서는 시나리오 2나 3이 발생하더라도 장기 생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
가 B는 “만약 영화 ‘기생충’이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리지널 콘텐츠였다면, 과연
‘기생충’을 한국의 콘텐츠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해외진출 창구가 되면서 막대한 콘텐츠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로컬 OTT가 국내 콘텐츠의 보호를 명분으로 글로
벌 OTT를 방어하는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란 취지의 질문이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미디어 시장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화해왔고,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시장의 중심 역시 끊임없이 바뀌어왔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환의 과정이었지
만, 코로나19는 방송사 등 전통적 사업자에서 IP 기반 플랫폼 중심으로의 변화
(신호철 외, 2020)를 가속화시켰다. 2016년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영향력을 과소평가받던 넷플릭스는 어느새 330만 명이라는 유료 가
입자를 확보한 국내 1위 OTT 플랫폼이 되었다 (넷플릭스, 2020). 케이블의 등장이
나 위성TV, IPTV의 등장 때도 전통 미디어 사업자들은 ‘위기’를 외쳤고, 실제로
미디어 시장의 중심은 이제 지상파에서 케이블과 종편으로 많이 이동했다 (최세
경, 2019; 정인숙, 2020). TV 방송시장은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어쩌면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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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플랫폼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과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유튜브, 틱톡과 같은
무료 OTT 플랫폼에게 광고시장을 빠르게 빼앗기고 있다 (김주현, 2018). 광고시장
의 축소를 국내외 콘텐츠 유통매출로 버티던 방송사들은 OTT 플랫폼의 급성장으
로 인해 또 다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은 국내 OTT시장에서의 경
쟁상황 변화를 ‘글로벌-로컬’, ‘독점과 경쟁상황’이라는 두 가지 축을 놓고 시나리
오 분석을 진행해 급변하는 OTT 시장상황 속에 업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
를 듣고자 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 로컬화 전략의 성공으로 넷플릭스가 1위 OTT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
을 예측했다. 디즈니 플러스가 제휴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로컬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넷플릭스의 독점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답변했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는 지상파/케이블 방송사의 쇠퇴와 작가, 출연
자, 연출 등 A급 콘텐츠 제작사의 공급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소비
자들이 현재보다 많은 OTT를 구독할 것이지만, 로컬 OTT로서 국내 OTT 플랫폼
은 다른 나라의 로컬 사업자, 글로벌 OTT, 콘텐츠 사업자간 혹은 통신사와의 적
극적인 제휴, 인수, 합병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 나서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시나리오 1과 4처럼 결국에는
OTT간의 인수, 합병이나 제휴를 통해 소수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나리오
와 시나리오 2와 3처럼 다수 OTT가 지속 경쟁하는 시나리오가 대립되었다.
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로컬 TV의 시대에서 진정한 글로벌 TV의 시대가 다
가올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콘텐츠’, ‘로컬 콘텐츠’라는 개념의 변화도 예상되
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방송사의 위축을 전망했듯이, 외주사-방송사-플랫폼으
로 이어지던 방송시장 구조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국내 드라마 제작시장
에서는 대형 기획사 및 미디어사가 시장에 진입하며 소규모 제작사와 대규모 제
작사간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문행, 2020), OTT 시대를 맞아 다양한 콘텐
츠 형식과 내용에 있어 실험을 진행 중인데, 이들 제작사들 역시 글로벌 시장 진
출이라는 큰 기회와 제작환경을 둘러싼 여러 변수라는 위협을 맞게 되었다 (홍일
한 ․ 김유나, 2020).
본 연구는 국내 OTT 시장의 경쟁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이
란 연구방법론을 채택해 업계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콘텐츠 제작사 등 더 많은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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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신규 OTT 플
랫폼의 출시나 제휴 소식이 계속되는 등 급변하는 시장상황은 OTT 플랫폼 경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로 작동했다. 또한, 업계 전문가 외에 학계 전
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
다. OTT 플랫폼의 경쟁상황은 국내 미디어 시장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기 때문에 음악시장이나 영화시장처럼 OTT 가입자나 이용현황이 공신력 있는 기
관을 통해 집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였으며, 이런 자료가 발표될 경우 특정 사업
자의 과다한 시장집중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고, 규제,
이용자의 가치변화, 미디어 시장에서의 혁신, 글로벌 사업자간의 경쟁, 국내 사업
자간의 인수합병 등 여러 변수가 등장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
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과 불확실하거나 모른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분리하고,
여러 요소들에 대한 관계를 파악해 미래 시나리오를 예상해본 작업은 현재의 데
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많은 양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살펴보는 적절한 방
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TT 시장에서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느
냐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파워를 갖고 자체 OTT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가 한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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