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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온라인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콘텐츠 자체 제작 경쟁

에 뛰어들면서 콘텐츠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무엇보다 시

청자들의 이용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방송 콘텐츠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의 주요 원

인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전송 및 유통 방식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온라인 방송 사업자들이 해당 플

랫폼을 넘어 콘텐츠 시장으로 진격하면서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는 상황은 레거

시(legacy) 방송 사업자들에게 큰 공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담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버블’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열풍의 실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플랫폼을 넘어 콘텐츠로:  

글로벌 콘텐츠 버블의 배경과 시사점

1. 들어가며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이용자들의 잠입니다(We are competing with sleep)” 

온라인 방송 업계의 대표주자 Netflix의 최고경영자(CEO)인 Reed Hastings가 지난 2017년 4

월 자사 서비스의 가입자 1억 명 돌파 이후 한 선언이다. Reed Hastings의 이 같은 언급은 이용

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Netflix의 프로그램 시청에 할애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자사가 제

공 중인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Netflix의 콘텐츠 부

문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다. 특히 자신들이 1차 창구가 되거나 독점권을 갖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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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규모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자체제작 콘텐츠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다.1 Netflix는 이미 

2018년 한 해에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뒤질세라 

Hulu는 25억 달러, Apple은 10억달러, Amazon Prime은 45억 달러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

한 바 있다. 

플랫폼 사업자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온라인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콘텐츠 자체 제작 경쟁에 뛰

어들면서 콘텐츠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무엇보다 시청자들

의 이용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방송 콘텐츠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의 주요 원인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실이라는 공간에서 TV 수상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사업자들이 그린 

편성표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가능한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

고 있다.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이용자들의 잠입니다”라는 Reed Hastings의 거침없는 선언

은 방송 프로그램 이용 패턴의 변화가 방송 콘텐츠 시장의 틀을 이미 바꾸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

한다. 즉, 방송 콘텐츠를 보는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면 당연히 시청자들의 이용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게다가 선택할 수 있는 

시청조건이 많고 다양해질수록 시청자를 공략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기초

한 분석이 요구된다. 바로 여기가 온라인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레거시(legacy) 방송 사업자 

대비 우위를 보이는 지점이며, 이들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가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

유이다. 

단순히 전송 및 유통 방식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온라인 방송 사업자들이 해당 플랫폼

을 넘어, 콘텐츠 시장으로 진격하면서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는 상황은 레거시 사업

자들에게 큰 공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담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버블’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열풍의 실체에 접근해보고

자 한다. 

1)　Netflix의 경우 2017년 에미상(Emmy awards)에서 20개 부문을 수상하여 29개 부문을 수상한 HBO에 이어 2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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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콘텐츠 버블의 양상과 특징

최근 오리지널 방송 콘텐츠의 급속한 증가세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적으로 미국 채

널 사업자 FX Networks의 CEO John Landgraf는 지난 수년간 방송 콘텐츠 수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FX Networks의 발표에 따르면2 , 실제 2015년 412편

이었던 오리지널 콘텐츠 수는 2016년 455편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2017년에는 

오리지널 콘텐츠 수가 510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방송 콘텐츠의 증가세에 

대해 John Landgraf는 “방송사 및 콘텐츠 제작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기존 방송 사업자 범주에 속하는 FX Networks와 같은 채널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사업

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까닭은 온라인 방송 서비스를 비롯한 새로

운 플랫폼 사업자들의 방송 콘텐츠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FX Networks 

Research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기반해 2011년과 2017년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편수를 비교

해보면, 현재 약 1.9배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이중 온라인 방송 서비스의 콘텐츠 증가율이 

21.6배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Netflix를 위시한 온라인 방송 서비스가 전체 방송 업계의 오

리지널 콘텐츠 증가를 추동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Netflix는 ‘Stranger Things’ 등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를 내세워 기존 레거시 방송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목격되고 있는 Netflix의 행보는 단순히 오리지널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에 

발을 들여놓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Netflix는 2018년 약 80억 달러를 오리지널 콘텐

츠 제작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최고 제작비(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한 블록버스

터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을 32편 제작할 수 있는 규모라는 점에서 업계 최대 투자 규모라고 볼 

수 있다. Netflix에서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 수는 2016년 기준 126편으로 추산되고 있다.

Netflix의 독점적 지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존 TV방송시장을 위협하자, 이

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 사업자들도 자체 제작 콘텐츠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프리미엄 

케이블 채널 사업자인 HBO는 2016년 방송 프로그램 확보 비용으로 21억 8,400만 달러를 편성

2)　미국의 지상파방송사, 기본 케이블, 프리미엄 케이블, 온라인 방송 서비스에서 제작하는 대본이 있는(Scripted) 오리지널 콘텐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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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중 52%인 11억 3,600만 달러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입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확

보 비용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 비용을 차츰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3 금융분석 기관 J.P. 

Morgan은 “IPTV, 케이블 TV, 위성 TV 가입자의 감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HBO

의 ‘Game of Thrones’ 등의 프리미엄 오리지널 콘텐츠는 가입자의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다.

물론 ABC, CBS와 같은 지상파방송사들도 오리지널 콘텐츠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2011년 오리지널 콘텐츠 수는 116편이었으나 2017년에는 150편으로 증가할 것으

로 관측된다. Netflix 등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자를 뺏기지 않으려면 레거시 사업자들도 오리지

3)　2014년 기준 HBO는 프로그램 확보 비용으로 19억 달러를 편성하고 이중 50%가량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

출처: FX Network Research(2017)

연도별 콘텐츠 제작 현황 (단위: 편)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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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 netflix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추이 (단위: 편)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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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2017년과 2011년 주요 사

업자 별 오리지널 콘텐츠 수를 비교해 보면 기본 케이블(62.1%), 지상파(29.3%), 프리미엄 케

이블(51.5%)의 오리지널 콘텐츠 증가율은 온라인 방송 서비스(2,060%)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3. 글로벌 콘텐츠 버블의 원인과 파급효과

3.1. 원인: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에 따른 콘텐츠의 혁신

온라인 방송 시장의 성장을 이끈 OTT 사업자들은 현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방형 또는 폐쇄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고 배포한다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

디서나 자신이 보유한 어떤 디바이스로도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존 

TV방송 시청 시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양방향(interactive)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이용자들

은 기존과 확연히 다른 시청 경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콘텐츠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러 디바이스에서 자유자재

로 콘텐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멀티플랫포밍(multi-platforming)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한편, 이용자들의 다양해진 시청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

는 것이다. 

출처: 스트라베이스(2017)

매체 유형별 주요 사업자 현황표 1

지상파 프리미엄 케이블 기본 케이블 온라인 방송 서비스

ABC
CBS
Fox
NBC
PBS
 CW

HBO
Showtime

Starz 등

AETN
AMC Networks

FX Networks
NBCU Cable

Entertainment
Turner Broadcasting

Viacom 등

Amazon
Hulu

Netfli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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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송 서비스가 처음 시작되던 당시, 이들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은 레거시 방송 사업자들로

부터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때 Netflix를 비롯한 OTT 사업자들은 기존 방송 콘

텐츠를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맞게 조화시켜 인터넷 기반이라는 속성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시청 환경이 이용자들에게 ‘나쁘지 않은 기억과 경험’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것이 Netflix

의 CEO Reed Hastings의 3단계 성공 전략4의 2단계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오리지널 콘텐츠 제

작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의 Netflix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넘어 안정적 정착을 모색하는 모습

이다.

온라인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열풍은 사실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전송 및 유통 수단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확장이 콘텐츠 

영역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이다. 그동안 방송시장과 관련 산업

계를 지탱하던 콘텐츠 전송 및 유통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 콘텐츠의 진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갑작스럽게 온라인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오리지널 콘텐츠의 기

획과 제작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방송업계 내 디지털화와 융합화가 오

리지널 콘텐츠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새로운 매체 환경을 맛보

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범주의 시청 경험은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포맷의 

변화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폭이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시청경험을 충

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든 방송 사업자들이 절감하는 바이고 이를 반영한 ‘자신들만의 오리지널 콘텐

츠’ 제작은 당연한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3.2. 파급효과: 플랫폼에 최적화된 창구 전략 등장

일반적으로 뉴미디어 기업이 새로운 콘텐츠 내용 및 형식 개발에 적극적인 편이다. 기존 지배적 사

업자가 놓치고 있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수요의 틈새(chasm)를 공략할 때 새로운 비즈니스 

4)　 Netflix 최고경영자인 Reed Hastings는 1997년 Netflix 창업 때부터 10년 주기의 3단계 성공 전략을 수립. 1단계가 DVD 대여 우편배송 사

업으로 고객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다면, ‘미국 내 인터넷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성공을 토대로(2단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3단계)’는 구

상의 경우 인터넷 방송시장 공략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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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나 상품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방송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1차 창구인 자사 온라인 플

랫폼에서 방영하며, 판권을 독점하는 ‘OTT 플랫폼 퍼스트(first)’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OTT 

플랫폼 퍼스트’로 불리는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의 구체적인 모습은 플랫폼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

라 약간 차이를 보인다. Netflix와 Hulu가 레거시 사업자들이 강점을 지닌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

을 통한 정면 승부, 즉 기존 방송사와 직접 경쟁을 하고 있다면, 개방형 플랫폼 사업자인 YouTube

는 콘텐츠의 포맷이나 길이 등 형식에서부터 TV방송 콘텐츠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자신들의 

플랫폼 특성에 철저히 맞춘 콘텐츠 전략인 것이다. 그 결과 YouTube는 상대적으로 모바일 디바

이스에서 소비가 쉬운 콘텐츠 포맷을 상품화하고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소비할 수 있는 짧은 길이

의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 

3.3. 콘텐츠 버블의 함의 

방송 및 광고 전문 매체 AD Age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등장으로 촉발된 TV 콘텐츠 확대 경쟁

이 결국,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에게만 이로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Google, Amazon 등 미국

의 대형 IT 업체는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여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한 편이지만 기존 레

거시 방송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제작을 무한정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방송 사업

자들의 주수익원인 TV 광고 시장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된 

출처: 스트라베이스(2017)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창구 전략 전개를 위한 주요 온라인 방송 서비스의 대표 콘텐츠표 2

사업자 자체제작 프로그램 

Netflix
House of Cards, Arrested Development, Marco Polo, Marvel Super Heroes,  

Just for Kids, Turbo FAST, Derek, Orange is the New Black

Amazon
Amazon Studio, People's Production Company, Bosch, The After,  

Tumble Leaf, Creative Galaxy, Annedroids, Alpha House, Transparent

Hulu Spy, Misfits, White, Battleground, Spoilers, A day in life, The Morning After

YouTube Maximum Ride, 다양한 유명스타(Justin Lin, Anthony Zuiker)들의 개인채널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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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이다.

방송 콘텐츠 자체 제작 경쟁이 가열되면서 시장 내에서는 ‘콘텐츠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닷컴 버블’로 과거 IT 벤처 신화가 무너졌듯이 ‘콘텐츠 버블’ 역시 방송 업계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는 레거시 방송 사업자들도 앞다퉈 혹은 어쩔 수 없이 뛰어들고 

있는 온라인 방송 시장에서 과연 투자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배어있

다. 같은 맥락에서 AD Age는 오는 2019년 자체 OTT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발표한 Disney에게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AD Age는 온라인 신문 및 e북 산업의 등장 이후 기존 출판 산업이 완전히 온라인 출판으

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기존 레거시 방송 사업자들이 새로운 활

로를 찾을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다만 기존 TV방송 사업자들이 단순히 콘텐츠 제작 편수를 늘리

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이용자 혹은 시청자들의 이용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방송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레거시 방송 사업자들이 과연 Amazon, Netflix, Hulu와 같이 이

용자 정보를 원활히 수집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기존 방송 사업자

들은 기본적으로 TV방송 혹은 온라인 방송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지

위에 있지 않다. Netflix 등의 온라인 방송 사업자가 이용자의 움직임을 기록한 로그 데이터를 활

용해 시청자 혹은 이용자의 세부적인 이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것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온라

인 방송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어떤 장르나 스토리를 좋아하는지,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

른 시청 행태의 차이, 어떤 회차부터 몰아보기를 시작하는지, 나아가 어떤 지점에서 몰입하는지 등

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레거시 사업자들은 이러한 어

려움을 타개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데이터의 이용 정보를 분석하여 잠재 고객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적응과 활로 모색에 효과적이

라는 지적이 공허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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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사점

미디어 예술가 레브 마노비치(Lev Manovich)는 뉴미디어의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결국 콘텐츠

도 뉴미디어의 여러 새로운 특성을 차용하며 진화해나간다고 설명한 바 있다(Manovich, 2002). 

현재 제작되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콘텐츠의 공급이 과

다하다는 지적은 결국 레거시 사업자들의 푸념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용자들의 선호와 취향이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장르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콘텐츠의 탄생이나 차별화

된 제작 기법 자체가 문제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콘텐츠의 다양성이 문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

이다. 

오히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열풍의 핵심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방송시장을 공략하는 신규 사업

자들이 이용자들을 세분화시킨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의 서로 다른 취향과 선호에 대한 

고려보다는 다양한 시청자층이 가장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least objectionable 

program, LOP)을 제작 방영했던 TV방송 사업자들의 기존 공식이 깨지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은 원래 플랫폼 사업자였

으나 이제 그 누구보다 시청자나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콘텐츠 사업자로 변신하고 있다. 실

제 Netflix는 현재 가입자의 45%가량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미국 지상파들의 다시보기 서비스로 시작된 Hulu도 결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으로 사업 프

레임을 전환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D Age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은 방송 콘텐츠 제작 경쟁이 가열될 경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 인터넷 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TV방송 광고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나 HBO와 같은 

유료방송 채널에서는 역으로 OTT 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

나 레거시 방송 사업자가 온라인 방송시장에서 이미 시장력을 확보한 Netflix 등의 주도권을 빼앗

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편,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OTT를 앞세워 관련 시장 공략을 가속할 경우, 

다른 국가의 방송 콘텐츠 시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터넷 확산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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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했듯이 OTT 서비스는 국경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각 지역이

나 국가의 콘텐츠 사업자들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고 이러한 수적 감

소는 콘텐츠의 질이나 다양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의 경우 Netflix 등 해외 온라인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미 한국 시청자에 최적화된 오리지

널 콘텐츠 제작에 나서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흡인력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유료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격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자를 늘려가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

과 지상파방송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있는 국내 레거시 사업자들 틈새에서 국내 OTT 사업자들이 

선택할 전략적 카드는 무엇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미 위기감에 휩싸인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들이 고심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전략과 플랫폼 다각화 전략도 주의 깊게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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