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자료

ICT법경제연구소 공개세미나

OTT 이용행태

2019. 8. 29

이경원(동국대학교 경제학과)



OTT 이용행태 파악의 중요성
1

동영상 유통 및 이용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

 동영상 콘텐츠 유통방식이 온라인으로 확대에 따른 이용 확산

- 실시간 → VOD, 가정 → 이동, TV → 모바일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 진입, 경쟁 심화

OTT 관련 시장상황 이해에 대한 수요 증대

 정책 수립 및 대응의 기초자료 필요

 경쟁상황 평가 기초자료

 업계 대응, 학술적 관심



OTT 이용행태 개관
- 방송통신위원회,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

 OTT: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독립 플랫폼 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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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용행태 개관
- 방송통신위원회,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글로벌 플랫폼 위주

 곽동균(2019)
- 국내 방송사 콘텐츠 비중 상당히 높음
- 영화나 오리지널 콘텐츠 라이브러리 위주의 넷플릭스형 보다 훌루(Hulu)형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을 가능성
-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국내 방송사 콘텐츠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는 이유

저조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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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용행태에 대한 학술연구 내용

이용자는 어떤 기준으로 OTT 서비스를 선택하나?

 김동길·최성호·김성준(2017)
콘텐츠 플랫폼 단말기

다양
성

선택
용이

의사
소통

정보
탐색

오락
성

OS UI 사용
환경

휴대
용이

신규
성

시청
편의

순위 6 3 2 5 1 4

 이용자는 콘텐츠에 대해 OTT 사업자 간 차별성을 느끼지 못함을 시사

어디서 이용하나? 

 함민정·신유진·이상우(2018)
2014 2015 2016

본인주거공간 82.9 79.2 82.5
직장 및 교육시설 5.4 10.2 9.4

이동 중 6.4 6.0 3.4



OTT 이용행태에 대한 학술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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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가 TV를 대체하나?

 김정희·백지원(2019)

- KISDI 한국미디어패털조사 데이터 활용 (2014~2017) 

전체 방송이용자 OTT 이용자 (31.9%)
일평균 OTT 이용시간 비중(%) 6.9 17.5

탄력성 전체 방송이용자 OTT 이용자 (31.9%)
OTT 이용시간 변화율/

총 방송서비스 이용시간 변화율
0.77 2.92

- 전체 방송이용자 기준: 보완 관계, 함민정·신유진·이상우(2018)와 연계

- OTT 이용자 기준: 경쟁 관계로 해석

- 유ㆍ무료 OTT 구분 없음



OTT 이용행태에 대한 학술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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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솜(2018)

- KISDI 한국미디어패털조사

데이터 활용 (2014~2016)

- SNS나 메신저를 통한 이용이

방송콘텐츠 시청방법으로

자리매김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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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용행태에 대한 학술연구 내용

 김주현(2018)

- 닐슨코리안클릭 패널 데이터 활용 (2016)

- 모바일 OTT 동영상 이용시간 1% p 증가 → 홈 TV 시청시간 12.4% 감소

- 유튜브나 통신 3사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 1%p 증가

→ 지상파 채널 시청시간 각각 16.2%와 23.9% 감소

- 이는 모바일 OTT 동영상 서비스가 홈 TV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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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획정에 대한 시사점

공정위 판단

 SVOD 경쟁상황평가에 AVOD 배제

SVOD AVOD

방송서비스

관심 상품

기존 연구로부터 시사점

 SVOD 및 AVOD의

방송서비스와 대체 가능성 검토

 SVOD와 SNS 및 메신저의

경쟁 가능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