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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OTT?
● BEREC(2016): 공중 인터넷을 통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또는 응용상품

○ 이에 따르면 동영상은 수없이 많은 OTT상품 형태 중의 일부에 불과

○ OTT-2: 전자상거래, 비디오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OTT-0는 VoIP, OTT-1은 메신저 서비스)

● OECD(2014):관리설비가 아닌 공중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 QoS 제공여부를 구분의 잣대로 삼는 셈이지만 비판의 여지도 열어 놓고 있음

● FCC: MVPD와 대응되는 OVD(Online Video Distributor)로 간주

○ 2014년 NPRM에서는 vMVPD(월정액 실시간 콘텐츠)만 떼어서 MVPD 포함을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



Why is OTT so hot?

● Cutting out the middlemen



Why is OTT so hot?

● 유료방송은 정체, OTT는 성장

OVUM(2018) BCG(2016)



Why is OTT so hot?
Annual budget for original TV programming



Why is OTT so hot?

● Virtusa(2018)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코드커터+코드네버 규모는 8천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의 경우 다양한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큰 영향력 없었음

○ 저가 유료방송서비스로 인해 코드커팅유인 없음 + IPTV 3사 진입 및 VOD 시장확대

■ 국내 유료방송 ARPU는 미국의 1/8, 영국의 1/4 수준
○ But, YouTube와 Netflix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음



Why is OTT so hot?

와이즈앱(2018) 자료: 최세경(2019)



Market Definition 

주: EST(Electronic Sell-Through)는 다운로드 콘텐츠 의미

구분 SVOD AVOD TVOD 라이브TV 부가서비스형

POOQ ○ △ ○ ○
티빙 ○ △ ○ ○

에브리온 △ ○
옥수수 ○ △ ○ ○ ○
올레TV모
바일 ○ △ ○ ○ ○

U+모바일 ○ △ ○ ○ ○
네이버TV* △ ○ △
카카오TV* △ ○ △
유튜브 ○ ○ △
판도라TV ○ △
곰TV ○ △ ○
아프리카 ○
넷플릭스 ○
왓챠플레이 ○

*네이버와 카카오는 TVOD의 경우 웹만화, 소설 등과 묶어 별도 서비스



Market Definition 
● OTT 시장획정의 어려움

○ 개별 OTT가 모두 다르다고 할 만큼 차별성이 크며, 동태적으로 변화가 빠름

■ 예: 방송 콘텐츠는 라이브/VOD/클립형태로 방송사, Pooq, 통신3사, 네이버/카카오/곰TV 등이 제공

○ 옥수수, 올레TV모바일, U+모바일 등은 통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거의 내부판매

■ 99%의 기본 월정액회원은 어떤 형태든지 무료혜택을받음

○ 양면시장/공급대체관점에서 SVOD, AVOD 등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 YouTube의 Premium 및 VOD서비스제공, Amazon(FreeDive), Roku, Fubo 등의 AVOD 진출



Market Definition 

● 국내에서 OTT 및 인접상품은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 가능

● 콘텐츠나 서비스 방식 등의 
유사성으로는 시장획정 어려움

○ 경쟁법 원칙(HMT)에 입각한 
사고실험은 가능



Market Definition

● 공정위는 Pooq+옥수수 기업결합에서 관련시장을 “유료구독형OTT “로 획정하고
통신3사의 OTT는 포함함

○ Youtube는 제외, Netfilx 포함, 부가서비스형의 차이는 불인정

○ 본 기업결합 건에 한정한 것이고, 의미도 있으나 경쟁 sphere를 잘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

● 수익모델에 대한 유연성을 인정하되 시청자의 attention을 놓고 경쟁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유료구독형 + Youtube 의 광고매출액, 부가서비스형의 외부판매액 등을 포함



Market Size

● No Data

○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은물론,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업자들의 자료획득을 위한 법적 기반
부재”(곽동균, 2017)

● Only two attempts have been made

○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2014)

○ 방송통신위원회(2016)

■ 2015년 규모를 3,178억 원, 2016년은 4,884억 원으로추정



Market Size

● Rule of thumb  계산 (유료형+광고기반형+부가서비스형)

○ 접근1: 2014년 전망에서 2016년 추정치만 업데이트 → 2018년 기준 8,173억원

○ 접근2: 시중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료 및 광고매출액 역산 → 2017 기준 7,612억원

■ 한국온라인광고협회(2018)의 2017년 온라인동영상광고규모(6,856억원)에서페이스북 집행액제외
■ POOQ의 매출액과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2017)’의유료 이용률로부터유료매출액을 역산

○ 대략 9천억 규모로유료방송사업(2017기준5조 6,312억원)의 15% 정도로 예상됨



Market Share

● No Data

● 대안으로 MAU나 시청시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AVOD 및 부가서비스형  
사업자에 불공정한 방식

● 매출액 기반 점유율이 적절

닐슨 코리안클릭(2018년 기준)



국내OTT의반격?: Pooq + Oksusu

● 4월 9일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 SKT는 Pooq을 운영하는 CAP(콘텐츠연합
플랫폼)의 지분 30%를 취득하고, CAP은 SKB에서
분리된 옥수수를 양수

● 이 거래를 통해 SKT와 지상파 3사의 지분율은
30:70이 됨

○ 지상파 3사는 동일비율로 지분보유



Pooq + Oksusu
● Why M&A? 

○ Pooq은 지상파 3사 실시간
방송 및 VOD 콘텐츠 중심

→ 본질적 한계 + 경쟁력 약화

○ 옥수수는 외부 콘텐츠 의존 & 
부가서비스 사업모델

→ 콘텐츠 & 가입자 확대 한계

○ Netflix effect

Netflix는 결국
TV수상기를 장악할 것

광고매출로 나타나는
지상파 appeal은
지속적으로 하락



국내OTT의 반격?: Pooq + Oksusu

● 전망

○ 목표가 생존인가 승리인가에 따라 다른 전망이 가능할 것임

○ CJE&M, JTBC 등의 행보 중요

○ 해외 OTT와의 적극적인 제휴 + 편의성 제고의 필요성 있음

○ AVOD 모형의 탐색, Bundling 전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