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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워너 인수한 AT&T의
2019년 OTT 시장 경쟁력 분석

요약문

2018년은 미디어업계와 통신업계의 지각 변동의 해로 기억될 만큼 굵직굵직한 M&A가 줄
을 이었다. 특히 AT&T의 타임워너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미디어-통신 시장 간의 경계
가 허물어지고 시장의 변화 폭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9년 미국 OTT 시장의 경쟁 환경은 과거 대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
한 사업자와 OTT가 등장하면서 시장 파편화가 심화되었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추가 OTT 서
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기존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2019년 신규 SVOD 출시를 앞두고 있는 AT&T의 주요 경쟁력과 AT&T가 당면
한 경쟁 환경에 대해 분석했다.

1. 들어가며
2018년 미국 미디어 업계의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하나 꼽자면 바로 ‘AT&T의 타임워너 인수’일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AT&T의 타임워너(Time Warner) 합
병이 독점 우려가 없다며, 양사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키로 했다. 2016년 10월 AT&T가  타임
워너를 M&A하겠다고 선언한 지 20개월만이다.

오랫동안 승인을 기다려왔던 만큼 승인 이후의 AT&T의 M&A 작업도 상당히 빠르게 추진되었
다. AT&T는 6월 14일, 인수 절차를 완료했으며, 하루 뒤인 15일에는 타임워너의 회사명을 워너

표1

미국 미디어 업계 역대 합병 규모 순위

순위

구분

인수금액
(단위: 십억 달러)

연도

내용

1

AOL-타임워너

94.3

2000

타임워너가 인터넷 미디어 기업 AOL을 합병

2

AT&T-타임워너

85.4

2016

통신사 AT&T가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를 합병

3

차터-타임워너케이블

64.6

2015

미국 4위 케이블 업체 차터가 2위인 타임워너케이블을 합병

4

AT&T-다이렉TV

47.9

2014

통신사 AT&T가 미국 최대 위성 TV업체인 다이렉TV 합병

5

비아콤-CBS

43.1

1999

미디어 기업 비아콤이 공중파 방송국 CBS를 합병

6

AT&T-미디어원그룹

41.1

1999

통신사 AT&T가 미국 4위 케이블 업체 미디어원을 합병

7

AT&T-TCI

36

1998

통신사 AT&T가 미국 2위 케이블 업체 TCI를 합병

8

컴캐스트-AT&T브로드밴드

35.7

2000

인터넷/케이블 업체 컴캐스트가 AT&T 인터넷 부문 합병
출처: Wall Street Journal, 신한금융투자(2018.7)

미디어(WarnerMedia)로 변경1했다. 물론 미국 법무성(DOJ)이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인수
승인 판결에 불복하며, 2018년 7월 12일 상급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업계 대다수는 특
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인수합병을 되돌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당시 주요 언론들은 AT&T의 타임워너 인수가 현시대 미디어 산업의 트렌드를 가장 명확하게
조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수급 받아온 기술·통신 기업들이
콘텐츠를 보유하며 수직 계열화에 나선 대표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 2위 이통통신사업자
AT&T와 미국 3위 미디어 업체 타임워너의 인수합병은 특히 OTT 분야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
으로 보인다. AT&T의 5세대(5G) 이동통신과 기존 타임워너의 동영상 콘텐츠가 결합되면 상
당한 시너지가 발현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법원의 합병 승인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
황이다.

이에 본 고는 타임워너를 인수한 AT&T의 미디어 시장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경쟁환경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1) 본 고는 인수 전 상황을 서술 시에는 ‘타임워너’ 인수 후 상황을 서술 시에는 ‘워너미디어’로 나누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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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 이후 AT&T의 미디어 시장 경쟁력 강화 행보

2.1. 신규 SVOD 출시와 기존 OTT 라인업 정리

워너미디어는 2019년 4분기에 HBO, 터너(Turner), 워너 브로스(Warner Bors) 등 산하 방송
채널 및 스튜디오의 인기 콘텐츠를 주축으로 가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SVOD)를 출시할 계
획이다.

현재로서 신규 SVOD의 구체적 모습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18년 11월 워너미디어
는 해당 SVOD의 서비스 정책 일부를 공개하였다. 당시 공개 내용에 따르면, 해당 SVOD는
사용자에게 ‘엔트리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번들 서비스’ 등 3가지 선택지를 제공할 예
정이다.

우선 엔트리 서비스는 주로 영화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반면, 프리미엄 서비스는 블록버스터급 영
화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번들 서비스는 엔트리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
비스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더불어, 워너미디어가 외부 파트너업체(서드파티)에서 수급한 콘텐츠
까지 함께 제공될 방침이다. 이때 서드파티 콘텐츠는 장르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추가할 수 있는 장르는 고전, 코미디, 키즈&패밀리, 니
치 및 장르, 극장용 등으로 나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서비스 이용 요금은 역시 엔트리 서비스에서
번들 서비스 순으로 높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번들 서비스의 경우 장르의 추가에 따라

표2

현재 공개된 워너미디어의 신규 SVOD 서비스 가입 정책
구분

엔트리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콘텐츠

• 영화 중심

• 오리지널 콘텐츠
• 블록버스터 영화

번들 서비스
• 엔트리 서비스
• 프리미엄 서비스
• 추가 콘텐츠
     - 고전
     - 코미디
     - 키즈&패밀리
     - 니치&장르
     - 극장용
출처: Warner Media 홈페이지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워너미디어가 다양한 OTT 소비층을 확보하는 것에 전략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각 선택지마다 제공 서비스와 과금 정책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번들 서비스를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서드파티 콘텐츠를
그 장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여 놓은 것도 눈길 가는 대목이다.

한편, AT&T는 기존 타임워너 체계 아래 보유하고 있던 OTT 서비스 라인업들을 최근 잇따라 정
리하기 시작했다. 인수 전 타임워너는 OTT 서비스로 드라마피버(DramaFever)2, 슈퍼 디럭스
(Super Deluxe)3, 필름스트럭(FilmStruck)4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들을 순차적으
로 폐지한 상황이다. 드라마피버와 슈퍼 디럭스는 2018년 10월에 이미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필
름스트럭은 같은 달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2018년 11월에는 가입자에게 중단
고지를 내보냈다.

AT&T가 위 서비스들을 중단하면서 구체적 사유나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워너미디어의
브랜드를 내건 신규 SVOD 출시를 2019년 4분기로 못 박아둔 상태에서 기존 OTT들을 폐지한
것은 신규 SVOD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2. 광고 분야 역량 강화

미디어 사업자로서 최근 AT&T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행보는 바로 광고 분야의 역량을 꾸준
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 기술업체인 앱넥서스(AppNexus) 인수가 그 대표적 예이
다. AT&T는 2018년 6월, 앱넥서스를 업계 추정 16억 달러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
수된 앱넥서스는 AT&T의 광고 및 분석 부서로 흡수되었다. 이후 AT&T는 2018년 9월 광고

2) 주로 한국 드라마를 제공해 온 OTT 서비스
3) 주로 코미디 장르 영상을 제공해 온 OTT 서비스
4) 주로 고전 영화를 제공해 온 OT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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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 부서를 발전시켜 산다르(Xanrdr)라는 명칭의 계열사를 설립했다. 한편, AT&T는 앱
넥서스 인수 한 달 전 미국 디지털 광고 전문가 브라이언 레서(Brian Lesser)5를 영입했으며,
이후 그를 산다르의 초대 대표로 역임했다.

앱넥서스의 인수가 시사하는 바는 AT&T의 향후 목표가 TV와 온라인을 아우르는 광고 플랫폼
구축에 있다는 것이다. 기존 앱넥서스는 자동화 SW를 이용해 광고주들이 원하는 웹사이트와
앱에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왔으며, 그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받아 온 업체
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조사업체 포레스터(Forrester)의 부사장 겸 수석 애널리스트인 조앤
오코넬(Joanna O’Connell)은 “이번 인수로 AT&T는 많은 것을 얻게 됐다. AT&T가 최근
인수했던 타임워너를 통해 가능해진 콘텐츠의 새로운 조합에 광고 기술 역량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오코넬은 “AT&T와 타임워너(워너미디어)는 퍼스트-파티 데이터의 양
이 엄청나다”며 앱넥서스 인수 이후 AT&T의 광고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이는
향후 AT&T가 SVOD 사업과 더불어 광고 기반의 OTT에도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이다.

광고 기술(ad-Tech)의 근간은 결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고려하
면 산다르는 향후 워너미디어의 콘텐츠 제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OTT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프리미엄 콘텐츠’에 있다. 넷플릭스, 아마존 등 이 분야의 대표주자
들은 해마다 고품질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예산을 늘려가며 시장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자 노력
중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제작 당시 넷플릭스가 그동안 축적
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독과 주연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용자 데이
터 분석은 인기 콘텐츠 제작 시 유용한 전략으로서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산다르가 AT&T 생
태계 내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워너미디어가 이를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함으
로써 넷플릭스처럼 시청자에게 소구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5) 세계적인 미디어 대행 전문 기업 그룹엠(GroupM)의 북미 지사 CEO로 활동했다.  

3. AT&T의 미디어 시장 경쟁 환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임워너를 인수하고, 광고 역량을 강화해 온 AT&T는 2019년 ‘워너미디
어’ 체계 아래 신규 SVOD를 출시함으로써 미국 미디어 시장의 판도 뒤흔들기에 나설 것이다. 하
지만 현재 미국 미디어 시장의 경쟁 환경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2018년은 AT&T 뿐만 아니라, 미국 미디어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M&A가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디즈니의 21세기 폭스(21st Century Fox, 이하 폭스) 인
수이다6.

공교롭게도 21세기 폭스를 품에 안은 디즈니 역시 SVOD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디즈니는
2019년 ‘디즈니플러스(Disney+)’라는 명칭의 SVOD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디즈니플러
스는 디즈니가 보유한 500여 편의 영화와 7,000여 에피소드의 TV 쇼, 그 외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넷플릭스를 위협할 최대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디즈니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영화 ‘마블’의 최신작들을 디즈니플러스 콘텐츠 라이브
러리에 추가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어, 2019년 신규 사용자 유입면에서 가장 강력한 OTT 서비
스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디즈니 측은 디즈니플러스를 넷플릭스 대비 저렴한 요금으
로 제공할 것이라 공언한 상태다.

AT&T와 디즈니는 비슷한 시기 M&A를 거치고, 기존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확
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9년 신규 SVOD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같은 선상에
서 비교 분석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AT&T보다 디즈니가 우위를 점하기 쉬워 보인다. 디즈니는 자체적인 SVOD 외에도
현재 시장에 안착 중인 훌루(Hulu)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중계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로서 두터운 충성 팬을 확보하고 있는 ESPN+도 보유하고 있다. AT&T와 비교했
을 때 이미 OTT 시장에 깊숙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관련 노하우와 시청자 이용행태

6) 디즈니의 폭스 인수는 2019년 상반기 내 마무리될 계획이다.

KCA Monthly Trends _ Media Issue & Trend

10

11

트렌드 리포트 ● 타임워너 인수한 AT&T의 2019년 OTT 시장 경쟁력 분석

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디즈니플러스가 향후 훌루와 ENPS+ 등과 결합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디즈니 측도 각각의 OTT 서비스를 제각기 상이한 콘텐츠 기호
및 시청자층을 겨냥해 설계하고 있지만, 추후 이용자 데이터 검토 후 이들 서비스를 하나의 패
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디즈니는 보다 범용성을 갖춘 OTT 전략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신규 SVOD를 추가로 구독할 여력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다. 당초 SVOD 서비스의 매력은 비싼 유료 TV에서 벗어나 시청자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즉시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있었다. 시청자들이 유료 TV 가입을 해지하고, SVOD로 이동하는
‘코드커팅(Cord-cutting)’ 트렌드가 생겨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재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개의 SVOD를 동시에 가입하고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SVOD 파편화로 인해 오히려 과거 유료 TV 가입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
게 되었다는 불만이 일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AT&T(워너미디어)와 디즈니의 신규 SVOD는 과거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시장을 선점할
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SVOD에 대한 비용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
황에서 시청자들이 신규 SVOD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과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기 때문
이다. 결국 2019년 AT&T의 신규 SVOD가 디즈니플러스나 기존 OTT 대비 확실히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시장 연착륙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AT&T는 디즈니플러스 외에도 다양한 사업자들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그런데 그 사업자들의 면
면들도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애플(Apple)도 SVOD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
다. 서비스 출범을 위해 강력한 콘텐츠 라인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OS단말 및 애플 TV(Apple TV)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물론 애플 SVOD의 파급력은 디즈니플러스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서비스 출범을 앞둔 AT&T 입장에서 경쟁자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은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표3

미국 미디어 시장 주요 OTT 서비스
가격(월)
$10.99(standard)
$7.99(basic)
$13.99(premium)

가입자 수

콘텐츠 제작비용 오리지날시리즈 수

1억3,010만 명(글)
5,600만 명(미)

70억 달러

700편

$8. 99(Prime video only)
총1억 명(Amazon Prime)(글)
$12.99(Amazon Prime) 2,600만 명(Prime video only)(미)

50억 달러

125편

Hulu

$7.99
$11.99(광고 없음)
$39.99(실시간방송 포함)

2,000만 명

25억 달러

20~25편

Youtube
Premium

$11.90

150만 명

수백만 달러

50편

Apple

-

-

10억 달러

20~25편

Facebook Watch

Free

20억 명(글)
1억8,500만 명(미)

10억 달러

14편

Netflix

Amazon Pime
Video

출처: 각사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참고

OTT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자 외에도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훌루 등 기존 SVOD 선두
주자들에게서 사용자를 탈환해야 하는 것 역시 AT&T가 처한 경쟁 상황이다. 비단 SVOD 가입 비
용의 한계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시청 시간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AVOD(Advertising
Video on Demand)로 분류되는 페이스북 워치(Facebook Watch)도 AT&T의 OTT 분야 연
착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쟁 환경 속에서 AT&T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이라는 사업 기반을 어떻게 활
용할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즈니, 넷플릭스, 애플, 페이스북 등은 모두 각기 다른 분야
에 사업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의 종류도 상이할 것인데, 이와
같은 차이점은 결국 AT&T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AT&T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 AT&T는 타임워너 인수 승인을 위한 법무
부와의 법정 공방에서 FAANG7와 달리 타임워너는 시청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

7)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일컫는 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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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즉, FAANG는 동영상 콘텐츠와 관련하여 시청자 데이터를 충
분히 수집하고 있는 반면, 막상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 온 타임워너는 시청자 데이터를 제대
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AT&T는 타임워너와의 M&A가 시청자 데이터를 통해 시
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발언에 비춰볼 때, AT&T는 자신들이 보유한 시청자 데이터와 그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타임워너가 보유한 영상 제작 역량이 결합했을 때 춘추전국시대나 다름없는 현 미국 미디어 시
장의 판을 충분히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마치며
2019년을 기점으로 미국 미디어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당수 대중들의
영상 시청 패턴을 재편하고 있는 OTT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성향과 배경을 지닌 대기업들의 경쟁
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디즈니, SVOD라는 개념을 대중에 혁파한 넷
플릭스, 미국인의 온라인 쇼핑 49.1%를 점유하는 e커머스 서비스에 OTT를 결합시킨 아마존
등의 경쟁 속에서 AT&T가 과연 시장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AT&T가 OTT 시장에 연착륙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것이다. 대
표적으로 5G 상용화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업자들의 M&A나 규제 환경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기에, 앞으로 AT&T의 OTT 시장 개
척기는 다른 국가 사업자들의 참고 자료로서 더욱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
1. Telecompetitor, AT&T Netflix Killer to Debut Next Year: Three WarnerMedia SVOD Offerings on Tap for
2019, 2018.11.29
2. Business Insider, AT&T may be plotting to revolutionize TV advertising, 2017.8.11
3. Wall Street Journal, AT&T Plots New Marketplace for TV and Digital Video Advertising’, , 2018.06.25
4. RCR Wireless, Meet Xander, the new AT&T advertising business, 2018.9.26
5. Broadcasting & Cable, WarnerMedia Plans 3-Tier Streaming SVOD Service Launch planned in 4Q of
2019’, 2018.11.29
6. 신한금융투자, 미국 기술주발(發) 미디어 빅뱅, 2018.7.3

KCA Monthly Trends _ Media Issue & Trend

1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