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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의 확산에 따른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 감소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레거시
미디어가 오히려 경쟁자인 글로벌 OTT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영국 위성방송 사업자인
Sky와 프랑스 유료방송 사업자인 Canal+는 Netflix 콘텐츠를 자사 패키지에 포함하여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저지하고 있으며, BBC와 ITV 등 레거시 미디어는 Netflix, Amazon 등 OTT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거나 판권을 판매하여 콘텐츠 투자 비용을 확보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최근 레거시 미디어가 글로벌 OTT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OTT와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의 상승도 양측 제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기관인 Ampere
Analysis의 리서치 책임자인 Richard Broughton에 의하면, 영국에서 TV 드라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간당 평균 2백만 유로(미화 265만 달러)에 달한다. 제작비 부담이 커지면서
글로벌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투자 비용의 확보와 글로벌
플랫폼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을 모색하려는 방안이다.

레거시 미디어와 글로벌 OTT의 제휴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mpere
Analysis의 분석에 의하면, 영국,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제작되는 Netflix와
Amazon 오리지널 시리즈의 56%가 현지 방송사와의 공동제작이다. 본고에서는 그간
레거시 미디어와 글로벌 플랫폼의 경쟁관계에 주목한 것에서 벗어나 협력자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의 미디어의 행태를 고찰한다.

2. 제휴 현황
2.1 패키지 서비스 제공
유럽 7개국1 에서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영국 위성방송사업자인 Sky는 2018년
11월부터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Sky Q2에서 Netflix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가입자는
Sky Q의 ‘Ultimate On Demand’ 패키지를 선택하면 Netflix의 모든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Sky Q의 기본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22유로이지만 매달 12유로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Ultimate On Demand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Netflix의 영국 기본요금이 월
8.99유로3인 점을 고려하면,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Ultimate On Demand 패키지에는 Sky Box
Sets4의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다.

1) 영국,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2) Sky의 구독기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다.
3) Netflix Standard 요금 기준이며, 본래 7.99유로였지만 올해 5월에 상향조정되었다.
4) Sky의 TV 채널로, 450편 이상의 미국·영국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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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ky Q에서 제공 중인 Netflix 콘텐츠

출처: Sky

영국을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서 위성 방송 사업을 진행하던 Sky에게 스트리밍 플랫폼은
위협적인 존재다. 전 세계적으로 코드커팅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거대 스트리밍 플랫폼은
자국 위성 방송 가입자 감소와 미디어 업계에서의 입지 약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실제로 영국 언론 매체인 The Guardian의 보도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영국 내에서 Netflix 가입자 수는 상승세를 거듭해 978만 명에 달했지만, Sky 시청 가구 수는
964만 명에 그쳤다(그림 2 참고). Netflix가 영국에 진출한 2012년에 Sky는 거대 플랫폼에
대항할 목적으로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Now TV를 개시했지만, 2018년 말 기준으로 Now
TV의 영국 가입자 수는 Netflix 가입자에 한참 못 미친 150만 명에 불과했다.
그림 2

Sky, Netflix, Now TV의 영국 가입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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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Guardian

이에 Sky는 오히려 Netflix와 손을 잡고 Netflix를 이용해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Sky의 Netflix
패키지 출시에 힘입어 최근 유료 방송업계에서는 Netflix 콘텐츠 제공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 가입자 수가 1,620만 명5에 달하는 프랑스 유료 방송 사업자인 Canal+도 2019년
10월부터 ‘Cine Series’ 패키지에서 Netflix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Cine Series는 Canal+
채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더해 Netflix, OCS6, Disney Cinema7 콘텐츠를 모두 시청할
수 있다. Canal+의 월 기본요금은 20유로이지만, 15유로의 추가 요금을 매달 지불하면 Cine
Series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프랑스에서 선 공개 되었으며, 향후 폴란드 등 주변
국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OTT와의 제휴로 레거시 미디어만 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Netflix에도 해당 제휴는
주요하다. Netflix에 따르면, Canal+와의 패키지 서비스 출시는 Disney+, Apple TV+ 등 경쟁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19년 9월 기준, Netflix는 약 600만
명의 프랑스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막강한 콘텐츠 역량을 지닌 Disney+가 출시되면 타격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Netflix 입장에서도 레거시 미디어와 손을 잡고 시장에서 곤고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2.2 공동제작 및 판권 판매
전 세계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각종 플랫폼의 등장으로 방송 시청자들의 시청 기준이
높아졌다.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방송사들은 타 제작사, 방송사와 협업하여 제작비 부담 없이 고품질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과 공동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는 방송사는 영국 공영방송인 BBC이다. BBC는
2015년에 자사 채널인 BBC2와 BBC America에서 첫선을 보인 <The Last Kingdom>의

5) 2019년 4월에 Canal+ CEO인 Maxime Saada가 발표했으며, 프랑스 내 가입자 수를 제외
6) HBO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프랑스 유료 방송 사업자이며, Canal+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7) Disney의 유료 방송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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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즌을 Netflix, 방송 제작사인 Carnival Films와 공동 제작했다.8 해당 시즌은 2017년에
공개되었으며, 영국 내에서는 BBC2 채널을 통해, 해외에서는 Netflix를 통해 방영되었다.
시장조사기관의 Business Insider의 분석에 따르면, Netflix는 <The Last Kingdom>의
공동제작을 통해 타국에서 프로그램 소재를 발굴하고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는 한편, BBC는
영국 방송 콘텐츠에 생소한 해외 국민을 자국 방송 시청자로 유입할 수 있다.

BBC는 이후에도 Netflix와 <Troy: Fall of City>, <Wanderlust>를 공동 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글로벌 플랫폼과의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BBC One 채널에서 2018년 2월에 첫
선을 보인 <Troy: Fall of City>와 9월에 공개된 <Wanderlust>는 같은 해 4월과 10월부터 각각
해외 Netflix 플랫폼에서도 방영을 시작했다.
그림 3

BBC와 Netflix가 공동 제작한 <Troy: Fall of a City>(왼쪽), <Wanderlust>(오른쪽)

출처: CNET

글로벌 플랫폼이 기종 방송 진영의 프로그램 판권을 구입해 해외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Netflix는 2018년에만 120억 달러를 제작 및 판권 구매에 투자했다. 잠재 수익성이 높은
해외 프로그램의 발굴은 곧 전 세계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진영의
입장에서도 프로그램 판권 판매는 새로운 콘텐츠의 투자비용을 확보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방송사는 프로그램 광고 수익 외에 판권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에 판매한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는다면 향후 플랫폼에서 공동 제작 제의를 받는 등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8) 세 번째 시즌은 Netflix에서 독점 제작했다.

영국 방송사인 E4의 코미디 프로그램인 <Chewing Gum>은 Netflix 오리지널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었지만, Netflix와 E4 간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방송제작사인 Fremantle의
코미디 부문인 Retort9가 <Chewing Gum>의 제작을 담당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E4에서
첫 선을 보인 지 약 1년 후인 2016년 10월에 Netflix 미국 플랫폼에서도 방영되었다. 온라인
매체인 RadioTimes에 따르면, Netflix는 <Chewing Gum>의 해외 판권을 구입하여 자체
오리지널 프로그램으로 마케팅 하는 셈이다10. 마찬가지로, Amazon Prime Video에서
Amazon Original Series로 제공되는 코미디 프로그램인 <Catastrophe> 또한, 본래
Avalon Television Productions, Birdbath Productions, Merman이 공동제작 했으며
Channel 4에서 방영된 해당 프로그램의 해외 판권을 Amazon이 구매한 사례이다.

그림 4

글로벌 플랫폼이 해외 판권을 구매한 사례: <Chewing Gum>(왼쪽), <Catastrophe>(오른쪽)

출처: Netflix, Amazon

9) 현재는 Hare and Tortoise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10) Netflix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Netflix가 단독 기획·제작한 프로그램 2) Netflix가 해외 판권을 독점
보유한 프로그램 3) Netflix가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 4) 과거에 종영했지만 다시 제작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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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코드커팅 현상이 심화되고,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에 주목하는 시청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수록, 글로벌 플랫폼과 레거시 미디어의 제휴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방송
전문 매체인 CSI에 따르면, 2018년에 개봉한 Netflix 오리지널 콘텐츠 중 12%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더불어 Ampere Analysis는 Netflix와 Amazon 콘텐츠의 35%가 미국
외 국가에서 제작될 것이며, 이 중에서도 29%는 현지 제작사, 방송사와 공동 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에는 글로벌 플랫폼과 방송사의 제휴를 넘어, 방송사-방송사와 플랫폼-플랫폼 간의 제휴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신한 방송 소재를 추구하는 시청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디어 업계에서는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공동제작이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국내 방송사와 글로벌
플랫폼 간의 제휴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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