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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주요 트렌드

요약문

2018년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그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시청자
이용행태는 물론이고, 정부 규제, 그리고 관련 사업자들의 신규 전략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대규
모 트렌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19년 역시 중국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국내 사업자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트렌드를 추척하여 최적화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2018년 한 해 동안 나타난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를 통
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현재 중국은 전체 인터넷 인구 대비 온라인 동영상 사용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
다. 통계 전문 포털 사이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중국 인터넷 인구
중 온라인 동영상 사용자 비중은 92%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 이어 전세계 3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구를 보유한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이미 고속 성장 궤도에 올라 선 것으
로 보고 있다. 일례로, 중국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협회(中国网络视听节目服务协会)가
지난 2018년 11월 28일에 발간한 ‘2018년 중국 네트워크 시청각 개발 연구보고서(2018中国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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网络视听发展研究报告)’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무
려 39.1% 증가한 2,016억 위안(약 29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그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은 국내외 관계자들이 눈 여겨 볼 만한 트렌드가 다양하게 발생한 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8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발생한 주요 트렌드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2018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주요 트렌드

2.1. SVOD 서비스 가입 활성화

불과 4~5년전까지만 해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주요 매출원은 ‘광고’에 있었다. 중국인 사
이에서 유료 콘텐츠 이용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한 상황이었고, 유료 이용을 뒷받침할 온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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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SVOD 사용자의 가입자 비중 증가 추세

▒ 미국  ▒ 중국

257.69
164.67
142.59
103.35 122.55
81.50
86.10
60.18
19.94
4.38
2014

2015

2016

2017

2018

305.02

157.98

2019

339.73

170.80

2020

361.99

180.40

2021

385.02

187.12

2022

382.30

191.61

2023

출처: Ampere Analysis(2018.4)

인프라 보급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유료 콘텐츠 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
들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가입함에 따라 시장 분석 기관들은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암페어 애널리시스(Ampere Analysis)에 따르면, 2018년 중국 SVOD 가입자 규
모는 2억 5,76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미국 SVOD 가입자 규모 1억 4,259
만 명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암페어 애널리시스는 앞으로 중국의 SVOD 가입자는 더
욱 빠르게 증가하여 2023년경에는 3억 8,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중국 콘텐츠 제작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Amazon), 훌루(Hulu) 등 SVOD 사업자의 경
쟁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작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바 있기 때문
이다.

2.2. 모바일 동영상 앱의 지위 상승

온라인 동영상이 중국 모바일 사용자들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으로 등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과거에는 중국 모바일 사용자에게 있어 ‘소셜 미디어’가 압도적 위상을 자랑하는 어

중국 모바일 사용자의 종류별 앱 사용 시간 변화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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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이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동영상’이 핵심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지
위를 점차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소셜 미디어 컨설팅업체 워크더챗(WalkTheChat)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사용자들의 앱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바일 사용 시간에서 소셜 미디어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7월
28%에서 2018년 1월 23%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동영상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18%로 확대되었다.

특히 모바일 동영상 앱 ‘틱톡(TikTok)’이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틱톡은 15
초짜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이를 소셜 네크워크로 공유할 수 있는 앱이다. 특히 10대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견인한 틱톡은 지난 2018년 1분기 유튜브를 제치고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에서 글로벌 1위 다운로드 앱으로 등극하여 이목을 끌었다. 이 같은 인기 덕에 해당 앱의
개발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투자 유치 라운드에서 30억
달러를 유치했고, 현재 총 750억 달러 기업가치를 평가 받아 세계 최고의 기업가치를 지닌 스타트
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림 4

2018년 1분기 글로벌 iOS 다운로드 상위 5개 앱

(단위: 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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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부의 해외 콘텐츠 규제 강화

2018년은 중국 정부의 해외 콘텐츠 규제가 한 층 더 강화된 해이다. 2018년 9월 20일 중국 국가
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이하 광전총국)은 방송사, 제작사, OTT 플랫폼 등에 대한 신
규 해외 콘텐츠 규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방송국의 경우, 국무원의 비준 없이 황금시간대(19시부터 22시까지)에 해외 방송물 방영이
금지됐다. 물론 이전부터 해외 영화 및 TV 드라마 시리즈의 황금시간대 방영이 금지되어 왔었으
나, 이번 규제로 그 범위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교육 프로그램,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방송 등
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일일 기준 해외 방송물의 방영 시간이 전체 편성 시간의 25%를 넘을 수 없
다는 기존 규제가 30%로 확대되기도 했다.

제작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영상물의 사회자로 참여할 수 없음이 규정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영
상물의 제작 인력(대본작가, 연출, 출연자 등) 중 2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이 대본 작가나 연
출, 혹은 주인공을 겸하는 형태의 제작도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중국 현지에 진
출해 있는 외국계 제작사를 정조준한 것으로, 그 바탕에는 자국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OTT 플랫폼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가 광전총국에 스트리밍할 콘텐츠를 승인 받고,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목록에 없는 콘텐츠는 스트리밍이 금지된다.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콘텐
츠 쿼터제에 대한 규제도 있다. OTT 사업자는 자신들의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영화,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해외 콘텐츠의 종수가 각 장르별 30% 이하로 제한된다.

2.4. 온라인 동영상 진영의 콘텐츠 제작 시장 주도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으로 인해 중국 내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OTT 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OTT 사업자가 방송국들을 제치고 제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5

2018년 1분기 글로벌 iOS 다운로드 상위 5개 앱
Tencent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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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HS Markt(2018.10)

특히 정부가 해외 콘텐츠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OTT 진영이 중국내 콘텐츠 제작 시
장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IHS Makit)의 10
월 발표에 따르면, 텐센트 비디오(腾讯视频, Tencent Video)의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중
국 TV 방송 콘텐츠는 7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영화 콘텐츠는 40%대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 외 아이치이(愛奇藝, iQIYI), 유쿠(优酷, Youku) 등 중국 OTT 시장 주요 사업자들 역시 영화
부분에 있어 중국 콘텐츠의 비중이 텐센트 비디오와 비슷한 40~50%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결론
적으로 현재 중국 OTT 사업자들은 정부 규제 선을 맞추기 위해 중국내 영화 콘텐츠 수급에 노력
하고 있고, 이를 오리지널 콘텐츠로 일정 부분 풀어가려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미디어 분야 컨설팅업체 CMM-I1의 공동창업자인 안케 레들(Anke Redl)은 “온
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중국 콘텐츠 제작 시장의 파워하우스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콘텐츠 제작 예
산은 현지 TV 방송사의 제작 예산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 공식 명칭은 차이나미디어매니지먼트(China Media Management Inc)로 해외 미디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컨설팅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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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콘텐츠 제작 비용 상승

OTT 진영이 콘텐츠 제작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작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기관인 화런문화산업펀드(华人文化)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토마스 후이(Thomas Hui)는 시장 초기 AVOD(Advertising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OTT 사업자들이 최근 무료 가입자를 유료 가입자로 전
환하기 위해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작 비
용의 상승을 야기 중이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중국 내 오리지널 콘텐츠의 회당 제작 비용이 평균 1,000~1,500만 위
안(약 160만~240만 달러) 수준인데, 이는 2년전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콘텐츠 제작 비용의 상승 이후 중국 OTT 사업자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SVOD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해
외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분야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미디아 리서치(MIDiA
Research)의 팀 멀리건(Tim Mulligan) 애널리스트는 지난 2018년 5월 “텐센트 비디오의
ARPU는 넷플릭스의 1/1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언론매체 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에서도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 3대 SVOD 사업자 모두가 현재 적자 상태로 운
영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OTT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한 방법
으로서 해외 시장으로의 저변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2.6. 투자 시장의 활성화

2018년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주목하게 만든 해이기도 하다. SVOD
모델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틱톡으로 대표되는 숏폼(Short-form) 동영상의 인기, 그리고 이 분
야의 사업자들이 잇따라 상장에 성공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10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哔哩哔哩, Bilibili)는
지난 2018년 3월 28일 뉴욕증권시장(NASDAQ) 기업공개(IPO)에 성공했다. 그 다음날인 29

그림 6

아이치이(좌)와 비리비리(우)의 기업공개 현장

출처: Reuters, Marketwatch(2018.3)

일에는 아이치이가 역시 NASDAQ에서 기업공개에 성공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이 분야의 벤처투자도 활발한 모습이다. 텐센트는 게임 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후야(Huya),
더우위TV(Douyu TV)에 2018년 3월, 각각 4억 6,100만 달러와 6억 3,200만 달러를 투자했
다. 또한, 후야와 더우위TV 역시 현재 상장을 준비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후야는 미국 증권거
래위원회(SEC)에 상장등록 신청서 초안을 제출했고, 더우위TV는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 마치며
2018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2019년 역시 시장 활성화가 예견되는
바이다. 2019년에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활성화가 예견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이 분
야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해외 콘텐츠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이 분야에 대한 해외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 규제 속에서 해
외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나름의 생존 전략을 통해 사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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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국제 로펌(Law Firm)인 해리스 브릭켄(Harris Bricken)은 ‘비독점적(nonexclusive) 해외 콘텐츠’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특정 플랫폼에 한해
제공되는 ‘독점 콘텐츠’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외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특정 플랫폼에 한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공급 단가를 조금 낮추더라도 여러 개 플랫폼에 콘텐츠를 동시 제공
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활성화 이후, 여러 개의 군소 플랫폼들이 새롭게 생겨
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독점 계약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해리스 브
릭켄측의 주장이다. 단, 이 같은 해리스 브릭켄의 주장은 중국 동영상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외 콘
텐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게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다. 중국 내 젊은 층 시청자들은 해외 영화,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나, 중국 내 사업자들의 대규모 오리
지널 콘텐츠 투자로 인해 이러한 시청자들의 취향이 변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
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국내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시장 트렌드 추적이 필
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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