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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디어 업계에서 Live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5년 트위터(Twitter)에서
페리스코프(Periscope) 서비스를 소개한 이후 페이스북(Facebook)과 유튜브(YouTube) 등 소셜 미
디어에서 Live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SVOD 중심이었던 OTT 사업자들도 Live 서비
스의 제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롭게 소구하고 있다.
Live 서비스는 독주하는 넷플릭스(Netflix)의 경쟁 사업자들에게는 차별화된 경쟁수단이다. 넷플
릭스는 SVOD시장에서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과 독점적 제공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경쟁사들이 택한 방안이 Live 서비스이다. 소셜 미디어 사업
자들도 모바일, 동영상에 이어서 Live 서비스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과감한 투자를 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높은 몰입도와 양방뱡성으로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Live 서비스는
막대한 규모의 시청자를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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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미디어 업계에서 Live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나스미디어의 조사
에 의하면 작년 한해 Live 서비스를 경험한 시청자는 동영상 시청자 중 79.5%에 달했
다. Live 서비스의 주요 장르로는 뉴스가 52.6%, 스포츠 중계가 46.7%, 정치인 방송이
31.8%, BJ개인방송이 2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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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트위터(Twitter)에서 페리스코프

(Periscope) 서비스를 소개한 이후, 페이스북(Facebook)에서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를 시작하고 유튜브(YouTube)에서도 Live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Live에 업계의 이목
이 집중되고 있다2.

그동안 SVOD 3 중심이었던 OTT시장에서도 Live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지상
파인 CBS가 2014년 10월 ‘CBS All Access’를 출시한 이후 Dish가 2015년 ‘Sling TV’를
출시하며 Liv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T&T와 훌루(Hulu) 아마존(Amazon) 등이 Liv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임박했으며, 메이져 스포츠 단체들도 자체
OTT를 통한 Liv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VOD 중심의 OTT사업자들도 Live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유료TV와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Live OTT4 는 OTT에서 Liv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VOD 제공에 치중했던 OTT사
업자가 서비스 영역을 Live로 확장한 것이다.

Live OTT의 시장규모는 2016년 10억달

러, 2021년에 7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5. 최근 출시한 AT&T의 ‘DirecTV Now’와 같이
Live 서비스와 VOD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속속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irecTV Now’와 같은 Live OTT 서비스는 자사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는 대안
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I. 해외 사업자의 Live 서비스

1) Telco의 Live 서비스(AT&T, Verizon)

미국 시장에서 기존에는 Live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인터넷 온라인 방송’과 OTT 서
비스의 차이점이었다. OTT의 대명사로 불리는 넷플릭스도 Live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약 9,300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 Live 서비스의 제공여부
와 관계없이 확고부동한 사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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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터넷 온라인, OTT, 유료방송 서비스 비교>
인터넷 온라인

OTT

유료방송

요금수준

15달러

10달러

60~100달러

Live 서비스

제공

미제공

제공

VOD

제공

제공

제공

Qos

X

X

O

자체 콘텐츠

O

O

O

N스크린지원

O

O

상품에 따라 제한적

대표적 서비스

Comcast의 ‘Stream’

넷플릭스

Verizon의 ‘FiOS’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스마트 미디어 연구, 2015.

AT&T와 Verizon은 현재 모두 Liv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erizon은 광고기반의
무료서비스인 ‘GO90’를 제공하고 있고, AT&T는 ‘DirecTV Now’를 출시했다. 이들 사업
자들은 콘텐츠 제작에도 관여하면서 미디어 사업자로 발돋움하고 있다6.

버라이즌(Verizon)의 ‘Go90’는 2015년 10월 출시된 서비스이다. 미국 내 모든 모바
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기반 서비스로 Live 서비스, TV 프로그램, 이벤트 중계,
인기 웹시리즈 등을 주요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18~34세 연령대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 중 70%가 모바일 단말에서 동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행태를 반영해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Verizon Wireless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버라이즌 LTE
네트워크를 통한 ‘Go90’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이터 무료(zero-rating) 정책을 적용하여 가입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AT&T의 ‘DirecTV Now’ 7는 2016년 11월 30일 출시되었다. 월 35달러의 요금으로 주
요 실시간 채널을 포함한 TV채널을 제공하여 유료TV 서비스의 대체재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AT&T도 이동통신 고객에게 AT&T 네트워크를 통한 ‘DirecTV Now’ 동영상 스트리
밍에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AT&T는 OTT서비스가 향후 3~5년 뒤에는 자
사 TV의 메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 AT&T는 위성인 DirecTV,
IPTV, OTT의 모든 라인업을 통해 Live 서비스와 VOD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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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90와 DirecTV Now 서비스 비교>
Go 90
Verizon
2015년 10월

제공사
출시시기
상품/요금

무료(광고기반)

옵션채녈

주요 채널

특징

-

Comedy Central
ESPN
AwesomenessTV
NFL
TLC
MTV
Stylehaul

-버라이즌 가입자에 한해
데이터 무료 적용

-

DirecTV Now
AT&T
2016년 11월
Live a little(60 채널)/ $35
Just Right(80 채널)/$50
Go Big(100 채널)/$60
Gotta Have it(120 채널)/$70
HBO/$5
Cinemax/$5

-

NBC
ABC
Fox
Disney
Viacom 등

-AT&T 가입자에 한해 데이터
무료적용

 출처: ATLAS, STRABASE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종합

2) 미디어 사업자의 Live 서비스

미디어 사업자의 OTT 출시는 2014년 10월 CBS의 SVOD 서비스 ‘CBS All Access’출
시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2015년 2월 Dish의 ‘Sling TV’, 프리미엄 유료TV채널 HBO의
‘HBO Now’가 2015년 4월 출시되었다.

CBS의 ‘CBS All Access’는 월 5.99달러의 요금으로 Live 서비스와 VOD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실시간 지역 CBS 방송과 8,500개를 상회하는 CBS TV프로그램을 제
공해왔다 9 . 2016년 8월 광고 없는 월 9.99달러의 ‘Commercial Free’요금제를 도입하였
다. 현재 100만명 수준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Dish의 ‘Sling TV’는 2015년 2월 출시해서 Live 서비스와 VOD를 제공한다. ESPN,
ESPN2, TNT, TBS, Food Network등 Liv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료방송 해지의사가
있지만 Live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월 20달러 수준의 요금으로 100만명 가량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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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O Now’도 2015년 4월에 출시하였다. 월 14.99달러에 오리지널 드라마, 영화, 스
포츠, 다큐멘타리, 코미디 등을 제공한다. Live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지만 오리지널 드
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는 HBO채널의 최초 방영시간과 동시에 VOD로 제공되며, 일부
Live 프로그램의 경우 본 방송 후 몇 시간이 지난 시점에 VOD로 제공하고 있다.

Comcast의 ‘Stream’은 2015년 7월부터 자사 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
인 동영상 서비스 ‘Stream’ 을 제공했다10. 월 15달러로 ABC, CBS, Fox, NBC, PBS 등 모
든 주요 지상파 Live 서비스, HBO를 포함하는 채널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SVOD 사업
자와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다11.

3) 소셜 미디어와 OTT사업자의 Live 서비스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 12 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 CEO 마크 저커버그
(Mark Zerkerburg)는 2016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동영상을 페이스북의 차
기 주요 수익원으로 지목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부터 모바일에 이어 ‘비디오 퍼스트’
전략을 내세우고 동영상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페이스북 라이브는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친구와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라이브 동영상은 친구들의 News Feed에 노출되며, 다른 형태의 콘텐츠에
비해 우선적으로 노출된다. Live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고, 친구와 공
유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방송은 구독해 다음 방송 전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 페
이스북은 유튜브처럼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 수익을 나누는 모델로 페이스북 라
이브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인기있는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페이스북 플랫폼의 위력이 본
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는 페이스북 앱 안에서 콘텐츠를
유통하고 소비하게 하는 서비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자사의 플랫폼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페이스북 앱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Live 전용탭을 신설하여 방송중에 시청자
들의 리액션을 유도하여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페이스북은 Live 동영상 서비스에서 중
간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브 동영상 중간광고는 본 영상이 4분 이상 지난 후에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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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고, 최소 300명 이상의 시청자가 있어야 제공될 수 있다13

한편 트위터의 페리스코프(Periscope) 14 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Live 거리
공연 중계로 성공사례를 창출했다. 시청자가 간편하게 팁을 지불할 수 있는 디지털 송
금 서비스와 팬들과의 상호작용 등이 성공비결로 지적된다. 음악업계는 Live 서비스가
양방향 소통 등의 장점으로 인해 주요 음악 동영상 플랫폼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싱어 송 라이터 Clare Means는 2015년 9월부터 페리스코프를 통해 실시간
거리 공연 중계를 했다. 중계 건당 총 시청자 수는 평균 6,000명 수준, 2016년 기준 팔
로워는 3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Clare의 경우를 신규 플랫폼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신수익원을 창출한 사례로 보고 있다.

유튜브(YouTube)의 Live 서비스는 PC에서 가능했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모바일에서 지원한다. 수개월 내에 월 35달러에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TV’를 출시할 계획이다15. 수잔 워치츠키(Susan Woicicki) 유튜브 CEO는 “밀레니엄 세대
가 전통적인 환경에서 TV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유튜브가 인
터넷에서 TV채널을 작은 묶음(skinny bundles)으로 판매하는 흐름에 합류했다며 인터넷
기반으로 TV를 보는 사람들이 최소 1,000만가구라고 추정했다. 유튜브가 제공할 채널
은 ABC, CBS, NBC, FOX 등 주요 방송사와 ESPN, 디즈니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MSNBC, FOX News 등 스포츠 및 케이블 채널을 포함한 40여개이다. 업계에서는 유튜
브가 콘텐츠 수급비용으로 월 35달러 중 30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
서 유튜브가 구독료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적고 TV 광고시장에 진출할 것으
로 예상된다.

Live 스포츠 특화 서비스 ‘DAZN’ 16 도 주목받고 있다. ‘DAZN’은 스포츠 중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Netflix for Sports’를 지향한다. ‘DAZN’은 영국 스포츠 미디어 업
체 Perform Group이 제공하는 스포츠 특화 OTT로 ‘16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연 8,000여 개의 스포츠 경기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영국), 프리메라리가
(스페인), 세리에A(이탈리아), 리그앙(프랑스)의 전경기와 분데스리가(독일) 하일라이트를
중계하고 미국 프로농구(NBA), 미국미식축구리그(NFL), 테니스, 모터스포츠, 복싱, 아이
스하키, 럭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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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BA도 OTT를 통해 Liv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 . NBA에서는 ‘League Pass’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단말에 최적화된 Live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선수 모습을 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전용 카메라로 촬영
한 영상을 제공한다. 스포츠 단체는 OTT를 채널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Live 서비스에 관심을 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스포츠 중계를 선택해서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 스포츠 쟝르는 Live 서비스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경기 장면을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에 Live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다. 4대 메
이저 스포츠 단체인 NFL(미식 축구), MLB(프로 야구), NBA(프로 농구), NHL(아이스 하키)
은 모두 OTT를 통해 Live 서비스와 VOD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의 소셜 미디어도 2016년에 NFL경기와 리우올림픽을 생중계하였다. NBA는 버라이즌의
‘Go90’에 콘텐츠를 다년 간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마존(Amazon)도 200여개 국가에 진출하여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 영화 18,000
여편, TV방송시리즈 2,000여편을 서비스하고 있다. 아마존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
츠 전략을 모방하여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Live 서비스에
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생중계를 위해 Amazon은 NBA, NFL, MLB 등의 인기
스포츠 리그 단체와 콘텐츠 라이선스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대한
열세를 Live 서비스를 통해서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그간 OTT사업자들간 오리지널 콘
텐츠로 경쟁해 왔으나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Live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훌루(H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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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상파 콘텐츠를 배경으로 시장에 진입한 OTT로서 지상파 프로그램

을 무료로 제공하고 프로그램 시청 전 광고를 수익원으로 하고 있었다. 훌루는 유료화
정책으로 월 7.99달러와 11.99달러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00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과 동시에 실시간 채널을 강화하고 있
다. 디즈니 등과 제휴를 체결하고 40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할 계획이다. 훌루도 아마존
처럼 Live 서비스를 무기로 넷플릭스와의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19.

넷플릭스는 CEO 리드 헤이스팅스의 언급대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성공비결로 제시
한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기로 세계 200여개국가에 진출해 9,300만의 가입자를 확보
한 미디어의 거인으로 조만간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 . 넷플릭스
는 꾸준하게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세계진출을 병행하여 이 분야에서 분부신 성장을 거두고 있으며 Live 서비스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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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다는 일관되게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III. 국내 시장에서의 Live 서비스

1) 주요 사업자의 Live 서비스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한국시장에 진출했으나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 OTT업
체들은 Live 서비스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21 . 금년 1월 실시간 채
널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 티빙의 경우 다운로드 건수가 같은 기간 대비 78.4% 늘어난
108만 5,972건에 달했다. 국내사업자는 Live 서비스와 가격경쟁력, 현지화 콘텐츠를 통
해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존재감은 아직도 미미하다.

국내시장에서 최강자는 소셜 미디어인 유튜브이다. 유튜브는 금년 1월 기준 동영상
모바일 앱 체류시간 767.4분으로 국내 1위이다 22 . 인터넷 개인방송 원조인 아프리카TV
626.3분, 푹(Pooq) 579.8분보다 우위에 있다. 유튜브는 금년 1월 8일 1만명이 넘는 시
청자를 보유한 1인 방송인들이 라이브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청자가 1인
방송인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유료방송인 ‘슈퍼챗’ 기능을 도입했다. 1회 1달러~500달
러 사이로 1일 1인 한도 금액은 50만원이다. 20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가 40개 이상 국가에서 접속하는 시청자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유튜브는
수퍼챗을 통해 크리에이터와 팬들이 보다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네이버는 지난 1월 ‘네이버TV’를 출시했다. 인기방송 및 각종 콘텐츠 클립을 제공해
온 ‘TV 캐스트’와 고화질 영상 중심의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앱을 통합한 브랜드이
다. 방송, 웹예능, 뷰티, 게임, 키즈 등 주제별 콘텐츠를 보강했다. 동영상 제작자를 겨
냥해 기획사 등이 네이버TV 채널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본 화질을 높
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네이버는 일반인 개인방송보다는 유명인 위주 방송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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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도 2월 18일 ‘다음TV팟’과 ‘카카오TV’를 통합하여 통합브랜드인 ‘카카오TV’를
출시했다. 통합 카카오TV는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와 연동, 이용자들은 카카오TV 채
널과 연동된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 새로운 영상과 Live 서비스 등을 메신저로 받아보
고 주변과 공유할 수 있다. PC, 모바일, 포털, 메신저를 아우르는 종합 동영상플랫폼이
다. 카카오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동영상 채널을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면 라이브 방송과 업데이트 영상
을 카카오톡에서 바로 확인한다. 라이브가 시작되면 카카오톡 채팅 탭에 ‘라이브’가 표
시된다. 창작자들은 카카오톡으로 직접 팬 관리가 가능하다.

‘카카오TV 라이브’는 인

터넷 방송 콘텐츠가 모바일에 최적화 될 수 있는 이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일반 카카
오TV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지만 ‘라이브’는 창작자와 실시간 채팅, 후원 등 실시
간 방송을 적극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금년 3월 판도라TV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 ‘라이브’를 개시한다 23 . 현재는 동영상 스
트리밍 기술/노하우와 협력사와의 시너지로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에 있다. 창작자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내도록 결제기능을 도입했고, 쉽고 재미있는 라이브 콘텐
츠를 만드는 도구를 제공한다. 2017년 3월 출시 대비 회사 역량의 95% 이상을 라이브
방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오랜기간 B2B 라이브 서비스 운영으로 확보한 안정적인 라이
브 스트리밍 기술과 노하우를 제휴사의 역량과 결합하면 새로운 영역개척이 가능하다”
면서 “동영상 트렌드를 읽고 선점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작년부
터 역량있는 창작자와 MCN 네트워크를 확보중에 있다. 콘텐츠가 동영상으로 개편되는
추세 속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IV. 시사점

1) 넷플릭스에 대한 차별화 무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OTT는 넷플릭스이다. 미국 브로드밴드 가입가구 중 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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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 가입 가구 중 최소한 한 개 이상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한 가구는 63%이고, 이 중 12%가 넷플릭스와 아마존 비디
오 서비스에 복수로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24 . 미국에서는 현재 100여개 이상의 OTT
사업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OTT사업자들 중에서 넷플릭스가 발군의 우위를 점하고 있
다(넷플릭스 50%, 아마존 25%, 훌루 13%). 넷플릭스의 성공배경에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다고 판단한 후발사업자들도 오리지널 콘텐츠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넷플
릭스를 견제하는데 오리지널 콘텐츠는 물론 넷플릭스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Live 서비
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젊은 세대들의 모바일 의존도가 커지면서 Live는 효과적 차별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근 아마존, AT&T, 훌루 등의 사업자들이 일제히 Live 서비스
를 보강하는 것은 업계 최강자인 넷플릭스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다. AT&T는 DirecTV,
IPTV, OTT의 라인업을 완성했고 Live 서비스를 차별화 포인트로 삼고 있다. 아마존은
Live 생중계를 위해 NBA, NFL, MLB 등의 인기 스포츠 리그 단체와 콘텐츠 라이선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훌루(H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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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디즈니 등과 제휴를 체결하고 40개 이상

의 채널을 제공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Live 서비스를 제공하며 넷플릭스는
물론, 아마존과도 경쟁할 계획이다26.

2) SNS의 차세대 콘텐츠로 부상

Live 서비스는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분야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거대 IT기업들도 Live 서비스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선점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 트위터(Twitter) 페리스코프
(Periscope), 유튜브 라이브(YouTube Live) 등이 SNS 영역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페리스코프는 일간 방문자(DAU)가 약 2억 명에 이르며 실시간 방송을 킬러 콘텐츠로
키우려는 트위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튜브는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배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역시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활용하여 Live 서비스 시
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트위터의 Live는 즉흥성과 자발성, 실시간 채팅, 진행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실례로 싱어 송 라이터 Clare Means는 실시간 거리 공연을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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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Live 서비스는 무료 동영상을 기반으로 대규모 트래픽을 유인하고 소비자와의 접
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페이스북의 경우도 Vox Media, Buzzfeed, The New York Times 등 언론사와 제휴해
이들이 제작하는 실시간 동영상 콘텐츠를 수급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2016년 2월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타운 홀 미팅에서 사람들이 페이스북
에서 실시간 영상공유를 좋아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동영상을 News Feed의
핵심 콘텐츠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전문 미디어의 고급 콘텐츠와 일반 사용
자의 생활밀착형 오리지널 콘텐츠를 한번에 아우르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유튜브도 Live 서비스로 ‘Unplugged’를 준비해왔다27. 지난 10년간 광고 기반의 무료
사업자로 성장해왔지만 2015년 10월 ‘YouTube Red’ 출시 이후 유료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유튜브TV’로 이어져 소셜 미디어 사업자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유튜브 TV는 스포츠 중계를 포함한 거의 모든 Live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튜브TV는 또 무제한 저장 용량의 클라우드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DVR)를
지원하고 구글의 인공지능(AI) 비서를 탑재했다.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TV 콘텐츠를 추
천하고, 유튜브TV에서는 광고 없이 즐기는 구독 서비스 ‘유튜브 레드’와 ‘구글 플레이
뮤직’ 콘텐츠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다만 유튜브는 일단 미국에서만 유튜브TV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인데 유튜브의 브랜드 파워와 가입자 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간에 유의
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28.

소셜 서비스가 Live 채널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Live 방송의 효용성 때문이
다. 페이스북의 저커버거는 “페이스북 라이브 이용자들이 TV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하
는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지니고 다니면서 전 세계 어떤 시청자와도 소통이 가
능하다면서, 다른 이용자들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며, “이는 현재 사람들이 소통하고 모이는 방식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일29”이라고
역설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상당부분의 동영상이 YouTube나 다른 사이트에서 온다. 즉 다른
사이트에 일차적으로 업로드 된 영상 콘텐츠가 링크 형태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드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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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경험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Live 채널은 사용자가 직접 실시간
으로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친구나 팔로워들에게 어필하는 강도가 높다. 즉 SNS의
서비스 본질과 정합성이 높은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SNS의 Live 채널 서비스
경쟁은 앞으로도 점점 치열해 질 전망이며 OTT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며 대세로 자
리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3) 몰입감 통한 수익 기회 발굴

Live 서비스의 장점은 상호작용과 양방향성, 즉흥성, 하나의 플랫폼에 묶이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송출이 가능한 동시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Live 서
비스는 시청자의 몰입도(engagement)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실시간성은 사
용자를 유인하고 리텐션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전통적으로 스포츠 중계와 뉴스 등이
사람들의 시선을 미디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했고 지금도 이용하는 매체만 변했
을 뿐 Live 서비스의 영향력은 유효하다. 실시간 동영상을 즐기려면, 방송이 진행되는
순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실시간 방문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실시간 동영상의 몰입력은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혹은 거의 받지
않는 VOD보다 훨씬 크다. 페이스북 Live 서비스는 일반 동영상 보다 댓글이 10배 이
상 많다. 이러한 몰입감은 페이스북 라이브에는 기존 미디어와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BBC는 기자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활용, 뉴스룸 안에서 다양한 사
건과 주제를 놓고 해당 분야 취재기자와 대담하는 포맷을 실험하며 기존 뉴스와의 결
합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포맷은 국내 종편사인 jtbc에서도 소셜 스토리라는 포맷으로
진행하고 있다.

트위터는 금년 1월 20일 6시간 동안 트럼프의 취임식을 생중계했다 30 . PBS News
Hour와 함께 제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생중계의 순시청자수(Unique
Viewers)가 682만 4천명에 달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Live 서비스는 비주얼 마케팅의 수
단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의 실시간 동영상 조회수는 한 해 동안
80% 급증했으며, 트위터는 작년 9월 NFL 중계로 200만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들였
다. 또한 미국 대선 후보의 TV토론회 역시 시청자 수가 200~300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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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방송은 몰입도 높은 이용자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익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페리스코프는 결제 기능을 결합하여 뮤지션의 콘서트 생중계 중 제품
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몰입도를 광고와 연계
하여 새로운 매출 기회가 발생되기도 한다. 앞으로도 직접 참여가 가능한 생생한 콘텐
츠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높은 몰입감을 활용한 참신한 비즈니스 모
델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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