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TT 전문매체 Streaming Observer가 미국 양대 영상 리뷰 사이트의 시청자 평점을 취합 분석하여 사업자별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인기 현황을 분석
- 조사 결과, Hulu는 Neflix 대비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비용이 1/5 수준이지만, 대중들에게 더 높은 평점을 얻고 있는 것이 확인. 이는 결국 높은 비용의 콘텐츠
투자가 대중의 인기 견인에 반드시 직결되지 않음을 방증
조사방법

▶

조사결과 1

① 영상 콘텐츠 리뷰 사이트 Metacritic과 Rotten Tomatoes에서 평점 자료 수집
② 각 평점 자료는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
③ 미디어 사업자별 전체 오리지널 콘텐츠 평점 평균 도출
④ 오리지널 콘텐츠별 평점 평균 도출

◀

사업자별 오리지널 콘텐츠 평점 평균

* Metacritc은 평점을 시즌별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환산 시 각 시즌 평점의 합산 평균을 활용

구분

75
74

64

◀

사업자별 최고 vs 최저 평점 평균 오리지널 콘텐츠

최고

최저

제목(평점)

The Larry Sanders Show(98)

The Mind of The Married Man(15)

소개

가상의 심야 토크쇼를 주제로 한 시트콤

현대 결혼 생활을 주제로 한 드라마

제목(평점)

The Handmaid’s Tale(91)

Shut Eye(44)

소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의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전직 마술사 겸 현재 사기꾼인 주인공의 범죄물

Breaking Bad(92)

Feed The Beast(35)

소개

화학교사 출신의 마약 제조업자 주인공의 범죄물

요리사와 소믈리에인 두 남자가 주인공인 드라마

72

제목(평점)

Transparent(92)

Crisis In Six Scenes(31)

소개

트랜스젠더 아버지를 소재로 한 드라마

우디 앨런이 각본, 연출, 출연한  코미디 드라마

72

제목(평점)

Survivor’s Remorse(91)

Sweetbitter(44)
젊은 여성의 레스토랑 취업기를 다룬 소설 각색 드라마

71

67

조사결과 2

제목(평점)

73

70

▶

소개

프로 농구 선수를 소재로 한 시트콤

제목(평점)

Atlanta(96)

Saint George(16)

소개

애틀란타 지방의 힙합씬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

멕시코계 미국인이자 이혼한 사업가 주인공의 시트콤

제목(평점)

Master of None(96)

Insatiable(17)

소개

배우 지망생인 인도계 미국인 남자의 드라마

뚱뚱했던 소녀가 날씬해진 뒤 이야기를 다룬 하이틴 드라마

제목(평점)

Twins Peaks(88)

Our Cartoon President(38)

소개

FBI 요원이 주인공인 스릴러 드라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주제로 한 풍자 애니메이션

제목(평점)

White Collar(90)

Donny!(28)

소개

사기꾼과 FBI 요원이 주인공인 수사물

광고계 거물이자 싱글 대디인 주인공의 코미디 드라마

▶S
 treaming Observer가 “고비용 콘텐츠 투자, 대중 인기 견인에 반드시 직결되지 않아”

시사점

• 해당 조사를 수행한 OTT 전문 매체 Streaming Observer는 Netflix가 더욱 많은 비용을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으나, Hulu보다 대중의 평점이 낮다는 점에 주목
• 2018년 기준 Netflix는 130억 달러, Hulu는 25억 달러를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결국 Hulu가 Netflix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높은 비용의 콘텐츠 투자가 대중의 인기 견인에 반드시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

인포그래픽 ●

시청자 평점으로 살펴본 미국 사업자별 오리지널 콘텐츠 인기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