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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9년은 우리협회 발자취에 한 획을 그은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협회 설립 18년 만에     

회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 ‘2019년 신탁징수액’이 3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방송제작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의 큰 기둥이자 주축이었던 지상파방송사는 급격하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의 여파로 인한 광고시장의 침체도 한몫을 했겠지만, 한 사당 연간 적자액이  

1,000억을 넘어서는 등 경영실적은 과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이제 지상파방송사의 TV드라마 제작 편수가 예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KBS1 채널의 드라마는 저녁일일극 한 편만을 남겨둔 채 다 폐지되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KBS 대하드라마’도 제작을 멈춘 지가 몇 년째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우리협회가 지난 몇 년간 성장을 꾸준히 이어온 것은 CJ ENM, JTBC 

등 유료채널의 약진 덕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영상물을 접하는 이용 형태와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이용환경은 영화, TV 등의 영상물을 정해진 장소, 시간에서 접하는 것

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물을 영사막, 

TV수상기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PC를 통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방송,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Platform도 새롭게 등

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환경에서 시청각실연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우리협회가 더욱 더 발전하

기 위해서는 협회의 신탁 범위를 방송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영상물에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이러한 이용 형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에 힘쓰겠으며, 

각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협회는 회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로써 거듭 발전하고 성장하는 단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새해 인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사장 김 기 복

謹
賀
新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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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콘텐츠와 OTT’, ‘저작권 보호와 유통 기술  R&D’, 

‘1인 미디어와 저작권 이슈’ 세 가지 세션 진행

빅데이터 통해 국가별 유통과 불법 피해 현황 등 시스

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진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

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으로 주관하

며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협력하는 ‘2019 

국제저작권 기술 컨퍼런스(ICOTEC)’가 11월 6

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와 저작권의 새로운 시작’

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실감형 콘텐츠와 OTT’, 

‘저작권 보호와 유통 기술 R&D’, ‘1인 미디어와 저

작권 이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10명이 발표하

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유니콘텐츠 서민승 대표는 ‘빈번해지는 불

법 저작물 유통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짐에 따라, 

미래에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유통과 불

법 피해 현황 등을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

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

감을 자아냈다. 

한편,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제 저

작권 기술 콘퍼런스’는 국내저작권 기술 역량 강화

와 국제교류 협력 확대와 저작권 기술을 통한 합

법 저작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9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회원 참여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모색

가입 5년 이내 회원이면 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우리협회 회원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11

월 12일(화)~13일(수) 양일간 금융투자교육

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협회가입 5

년 이내, 재방송료가 발생한 회원을 대상으

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다. 두 시간 동안 진

행된 교육은 1부에서 방송실연자의 저작인

접권에 대한 이해, 2부에서는 OTT를 주제

로 하여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협회는 회원이 실연자의 권리를 인지하

고, 저작권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행

사를 추진해왔다. 현재 기초과정뿐만 아니

라 정회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준비과정

에 있으므로 차후 회원의 많은 참여를 기대

한다.

2019년 회원 역량강화교육 시행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

창작성 있는 기사나 사진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 이용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같은 뉴스가 다른 언론

사,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많이 등장한다. 이

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얼마 전, 다

른 언론사에서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신문

에 내자 해당 언론사가 침해를 주장했다. 대표

적 판결로는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

5350판결’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저작

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사보도는 일반적으

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

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창작적

인 요소가 개입되기 어렵고 저작권법 보호 대상

인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고

려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

여 이 건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뉴스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창작성이 있는 기사나 사

진 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

물이므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이 필요하다. 간혹 저작물인 뉴스 기사 등을 복

제하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이용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뉴스저작물

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비영리 목적이

나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부터 반

드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사실 전달에 불과

한 시사보도인 경우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학

교에서의 교육적 목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

법 제28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의

한 이용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인 이용

을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5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해당

하는 경우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뉴스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우리협회는 11월 19일(화) 가

평 남이섬에서 직원 워크샵을 가

졌다. 회원을 위한 원활한 업무 진

행을 위해 민원 응대 교육을 실

시한 후, 남이섬을 산책하며 심신

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대

화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서

로의 업무를 더 이해하고 단합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19년
직원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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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선고, 형이 확정된 경우 방송 출연     

금지하는 규정 신설

이를 위반 출연을 허락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송출연자의 비도덕적 행동 하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최근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마약 관련 범

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

상의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출연을 금지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

고 출연을 허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

항도 추가했다. 

이 법은 지난 7월 25일 발의된 개정안

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발의 당시 찬

성 78.2%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으나, 처벌

이 지나치다는 여론도 17.2%로 조사되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오영훈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아직 법안 심사 안건

에 상정되지도 못했으며 개정안대로 통과되

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의

견도 들어야 한다. 방송사별로 내규에 따라

서 출연을 결정하며, 현재 법안이 통과되어

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

기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2월 현재 상임위 통과도 안 됐으며 20

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 처리

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이 문

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방송출연자들의 비

도덕적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

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

추가 주목된다.

JTBC만 120억 원 내외 흑자 기록, 그 외 10억    

이상 많게는 75억 적자

영업정지만 받아도 상당한 타격 예상, 방송

계 전반에 지각변동 불가피

MBN의 종편 자본금 3000억 원 편법 충

당 협의로 시작된 파장이 다른 종편으로 튀면

서 2020년 종편 재승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구나 경영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JTBC만 120

억 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 외는 10

억 이상 많게는 75억 정도 적자로 밝혀져 종

편의 개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

오고 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

인 심사에서 2020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

지만, 현행대로라면 여러 측면에서 종편이 위

기라는 것이다. 2017년 당시에도 JTBC를 제

외한 3개사는 650점 이하거나 겨우 통과되었

으며 TV조선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

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MBN의 검찰 기소

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이미 ‘2020

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고 중점심사내

용을 발표한 바 있다. 재승인 5가지 기본조

건은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의 이행,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계획 준수, 방송

심의 법정 제재 연간 4건 이하, 보도 ・ 교양 ・ 

오락 장르별 편성 계획 이행, 콘텐츠 투자계

획 이행이다. 

각사는 올해 재승인에 대비 중이다. 종

편 관계자에 따르면 3~6개월 영업정지만 받

아도 큰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종편뿐 아니

라 방송계 전반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했다.

방송법 개정안 다시 논란

종합편성채널 8년 만에 
재승인 빨간 불

미디어환경 급변에 비해 언론 신뢰도는 여전히  

추락

미디어 개혁 사회적 기구 설치 제안 대두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

니케이션 권리’란 주제로 ‘2019 미디어정책 컨

퍼런스’가 지난 11월 1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

견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전국 29개 언

론미디어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단체

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서 주최하였으

며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정책의 중간발

표 성격으로 진행하였다. 

다방면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급

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비해 언론 신뢰도는 추락

하고 있으므로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

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

정상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직

속  ‘미디어 혁신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

고 이를 총선공약으로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

어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활동 이후 20년 가

까이 미디어 매체가 변화했고, 스마트시대가 열

리고 있으므로 미디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

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

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콘텐츠 업

무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만들어 통합하

고 방송사업자 승인, 합병 등은 합의제 기구에

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OTT 서비스 관련 새로운 프레임 만들어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위한 중장기 방안 논의

한편 OTT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으로 언론

노조 김동원 정책자문위원은 “국회에 발의

된 통합방송법처럼 기존 법을 합치거나 현

재 규제 체계에 끼워 넣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

운 서비스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제작의 독

립과 자율성 확보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을 위한 중장기 방안이 논의되어, 향후 어떤 결

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개혁시민
네트워크의 
‘2019 미디어
정책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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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OTT 시장에 뛰어드는 글로벌 기업들

OTT1) 시장이 격랑의 붉은 바다2)로 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8일 지상파의 푹(Pooq)과

SKT의 옥수수가 합병하여 웨이브(WAVVE)

가 출범했다. 뒤를 이어서 KT도 11월 28일 시

즌(SEEZN)이라는 이름의 OTT 서비스를 오

픈했다. LG U+는 이미 넷플릭스를 자사 IPTV

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여기에 CJENM의 티빙

(Tiving)은 jTBC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독자적

인 OTT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1인 미디어 아

프리카TV와 영화 기반의 왓챠플레이(Watcha 

Play)는 요동치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제국 월트 디즈니는 막강한 콘

텐츠를 기반으로 작년 11월 1일에 디즈니플러

스를 출시하여 첫날 1000만 가입자를 유치하며 

파란을 일으켰고, 이어서 10억대의 애플 기기

를 기반으로 한 애플TV플러스가 12일에 출시

됐다. 왕좌의 게임, 빅뱅이론, 섹스 앤 더 시티, 

프렌즈 등 미국 최고의 드라마 경쟁력을 보유한 

AT&T의 HBO맥스 또한 2020년 5월에 출시를

예고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의 케이블TV 사업

자 컴캐스트는 NBC피코크를 준비하고 있다.

OTT 산업의 최강자, 넷플릭스의 성공비결 

이 격렬한 회오리의 중심에는 글로벌 OTT 공

룡 사업자인 넷플릭스(Netflix)가 있다. 넷플릭

스는 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가 창업하였다. 

그는 블록버스터3)가 장악하고 있는 비디오 대

여점의 사업 방식을 혁신하여, 온라인으로 주문

하면 DVD를 우편으로 배달해 주는 새로운 방식

을 넷플릭스에 도입하였다. 월정액을 기반으로 

연체료를 포함한 대여기간, 횟수제한, 배송료를 

없앴으며,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답게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취향의 작품

1) OTT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Over The Top의 머리말로 Top은 Setop Box를 뜻한다. 미국의 Netflix와 Hulu,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Wavve 등이 있다.

2) Red Ocean  출혈 경쟁을 비유하는 ‘레드(Red)’와 시장을 비유하는 ‘바다(Ocean)’를 결합한 합성어로 경쟁이 치열해 성공하기 힘든 시장을 의미한다.

3)  Blockbuster 미국의 비디오, DVD, 게임 대여사업체로 1985년 설립됐다. 미국 전역에 매장을 개설해서 전성기에는 미국 내에만 5800여 개의 대여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여 개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고, 대여 기간을 어기
게 되면 고액의 연체료를 물었다. 최신 출시되는 블록버스터급 비디오를 대량 보유하는 정책으로 이용자가 ‘블록버스터’에서 항상 대여할 수 있었다. 미국 시장을 장악한 회사였으나,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도태돼 2010
년 파산했다.

4)  CineMatch 넷플릭스의 영화추천 시스템으로 영화 콘텐츠 평점과 서비스 가입자의 대여 목록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 가입자에게 맞춤형 영상 소비를 추천하는 기법.
     링크 참고 http://www.shalomeir.com/2014/11/netflix-prize-1/

5) VOD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의 약자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양방향 동영상 서비스이다.

6)  Video Live Streaming Service 2000년대 중반 기술의 발달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면서 이전처럼 다운로드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아마존프라임비디
오, 넷플릭스, 훌루, 유튜브, 애플TV 등이 나타났다.

7)  Big Data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
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위키백과]

8) Binge Watching 드라마를 한꺼번에 몰아서 본다는 뜻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드라마 전편을 몰아보는 새로운 시청 형태를 말한다.

9) SVOD(Subscription VOD) 월정액 구독 서비스를 뜻한다. 당연히 광고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없다. 광고기반 AVOD(Advertising VOD)의 YouTube나 NaverTV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을 추천하는 시스템4)을 적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한 넷플릭스

는 2000년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비디오 이용 행태가 오프라인 DVD 대여에서 온

라인 VOD5)로 바뀌는 것을 보고, 2007년 Video 

Live Streaming Service6)로 사업의 축을 이동

하여 시장을 선점하였다. 넷플릭스의 성장을 지

켜보던 콘텐츠 홀더들이 콘텐츠 공급 가격을 대

폭 인상하면서 잠시 경영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콘텐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미래를 예측했던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여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빅 데이터 분석이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

츠의 파급력

여기서 빛을 발한 것이 넷플릭스의 빅데이

터7) 분석이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1990년 방영되었던 BBC의 ‘하우스 오브 카드’

를 리메이크하기로 결정하고, 제작에 앞서 이 

작품을 본 영국의 시청자가 선호하는 작품의 

성향을 파악했다. 그들이 데이빗 핀처(David 

Fincher)감독의 영화를 즐겨보며, 비슷한 분위

기의 작품에 출연해 인상을 남겼던 케빈 스페이

시(Kevin Spacey)를 좋아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을 감독과 주연배우로 섭외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분석은 적중했다.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는 에미상 3관

왕을 차지했고, 주연 배우들이 골든 글로브 남·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공전의 히트를 쳤다. 

방송이 아닌 온라인 전용 드라마 시리즈가 에미

상을 수상한 것은 ‘하우스 오브 카드’가 최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37억5000만 달러(약 3조

817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한때 경영 악

화로 증권시장 퇴출까지 염려했던 넷플릭스가 

미디어 공룡으로 태어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후 출시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센

스8’ 등이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넷플

릭스는 미국 OTT 시장을 장악하였다.

이후 미국 시장이 성숙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으로 그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19년 3분기 현재 넷플릭스는 190여 

개 나라에서 서비스되며, 전 세계적으로 총 1억

5800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오리지널 콘텐츠로 보았고, 콘텐츠 제작

에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 부으면서 글로벌 콘텐

츠 생산자로서 입지를 구축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OTT 서비스가 낳은 새로

운 패러다임 

넷플릭스는 시청 유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

다. ‘하우스 오브 카드’ 전편을 한꺼번에 공개함

으로써 ‘몰아보기(binge-watching)’8)라는 새

로운 풍속도를 만들어냈다. 15분마다 중간광고

를 하는 미국 드라마는 시청자를 붙잡아두기 위

해 광고 시작 전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한

다. 안 그래도 보기 싫은 광고에 짧은 러닝 타임, 

거기에 이야기의 흐름까지 토막 나서 시청자는

드라마에 집중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정액형 구독 서비스(svod)9)로 광고가 없다. 이 

때문에 긴 호흡으로 드라마의 줄거리와 등장인

물의 성격을 깊이 있게 묘사할 수 있었다. 당연

히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은 몰입감이 깊어지고 

중독성도 강해졌다. 몰아보기를 하는 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되며 일어났다. 디지털 기반의 인터넷은 

OTT WAR 
        스트리밍 전쟁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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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TV 프로그램의 이용 방식을 본방사수에

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선호하는 콘텐

츠를 이용할 수 있게 바꾸었다. 또 시청 기기도 

꼭 TV수상기가 아닌 다양한 기기 - PC, 스마트

폰, 태블릿, 게임기, 스마트TV - 를 통해서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기존

의 단방향 방송(broadcasting)에서 특정 소수

가 요청하면 전송하는 양방향 주문형 방송(vod 

streaming)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

이다.

물론, IPTV나 CATV에도 양방향 주문형 서비

스는 있다. 두 플랫폼에도 스트리밍으로 원하

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차이는 ‘모바일

(mobile)’이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기기보다 개인별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이 모바일 퍼스트와 스트리밍의 

만남이 미디어 사용 행태를 크게 바꾸었다. 편

한 것을 좋아하고, 얽매임을 싫어하는 인간의 

속성을 꿰뚫은 OTT 서비스는 기존 TV 콘텐츠

의 시공간적 제약을 없앴고, 채널 선택권이 아

니라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을 보장했다. 시청자

에게 편성권을 준 것이다. 이미 각 가정에서는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TV를 시청하는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에 익숙

한 부모세대는 여전히 거실의 TV를 이용하지

만, 자식들은 각자의 방에서 모바일 기기로 원

하는 콘텐츠를 이용한다. 이동성과 스트리밍 그

리고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과 자유를 준 것이다.

넷플릭스가 지휘하는 미디어 산업지형의 혁명과 

OTT 서비스의 핵심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트리밍 미디어’는 ‘방

송’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

로하는 방송과 시청자의 연령, 성별, 국적은 물

론 취향까지 파악하여 콘텐츠를 추천(curatio 

n)10)하는 스트리밍 미디어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뉴미디어 이용 행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방송으로 일컬어지는 기존 

매체(legacy media)이다. 2015년 넷플릭스의 

10)  Curation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큐레이션은 특정인의 콘텐츠 이용 유형을 분석하여 수많은 콘텐츠 중 특정인이 선호하
는 콘텐츠를 분류하여 노출시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11) Cord Cutting  미국의 유료 방송 가입자가 비싼 유료 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OTT 사업자인 넷플릭스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12) Leichtman Research Group의 Press Releases.

13)  참고자료 미디어 전쟁(이창훈), 넷플릭소노믹스(유건식), Linked in의 칼럼(백영덕), 대학신문, 시사저널, IT 칼럼(장길수), 조선일보기사(2019/12/05) 등 구글 검색자료.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선형TV(Linear TV) 매체는 계속 축소되

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

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가 말한 

선형TV는 편성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을 송출하

고 시청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을 일컫는다. 

즉, 방송이 사라지고, 비선형TV인 스트리밍 서

비스 OTT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2020년 현재 이 예측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미국의 전통 미디어 산업을 덮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기존 유료방송 시장을 급격히 축소시

키고 있는 ‘코드커팅(Cord Cutting)’11) 현상과

이를 유발한 넷플릭스의 초고속 성장이 미디어 

산업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분기 넷플릭스 가입자는 5086만 명으

로 미국 케이블TV 가입자 4861만 명을 추월했

다. 2018년 미국의 11개 메이저 유료방송 가입

자 8914만4923명 중 위성방송인 디렉TV와 디

시에서 236만이 감소하는 등 총 287만5000명

의 구독자가 감소했고, 2019년에도 3분기까지

이미 전년도 감소분을 넘어서 총 298만2893명

이 줄어들어 8484만2018명12)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미국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1억 명이 

넘었었다.

가입자가 급락하자 기존의 메이저 사업자들

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홀더를 인수합병 하여 

규모를 더 키우고 직접 스트리밍 사업을 구상

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유료방송 시장에서 구

가하던 지위와 이익만을 좇다가는 대세로 굳어

지고 있는 스트리밍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

기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

이다. 미국 최대의 케이블TV 사업체인 컴캐스

트는 NBC, CNBC,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거느

리고 있는 NBC유니버설을 인수하면서 막강한 

미디어 기업으로 재탄생했고, 2위 통신 사업자

인 AT&T는 타임워너를 인수하여 CNN,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디렉TV, HBO 등을 거느리

는 미디어 그룹이 되었다. ABC, 마블스튜디오, 

ESPN, 루카스필름을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제

국 디즈니도 FOX를 인수하였다.

디즈니는 이미 2015년부터 영국에서 디즈니

라이프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

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고, 메이저리그가 만

든 BAM테크라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인

수해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공급하던 디즈니의 콘텐츠

를 계약이 끝나는 2019년까지만 공급하고 중단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

쳐 디즈니는 OTT 서비스 플랫폼인 디즈니플러

스를 출시하였다.

승리의 키는 ‘시장을 사로잡을 차별화된 콘텐츠’ 

디즈니플러스는 11월 1일 출시 하루 만에 

1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2019년 말 

20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했다. 이런 폭발적

인 시장의 반응은 디즈니의 막강한 콘텐츠 경

쟁력이 그 근간이며, 스트리밍 시장에서 사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

라는 것을 디즈니는 여실히 증명하였다.

플랫폼 전쟁에서 콘텐츠 전쟁으로 변한 미디

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밖에는 없다. 차별화된 오

리지널 콘텐츠만이 기존의 시장을 지켜낼 수 있

고, 그런 콘텐츠가 많을수록 새로운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생존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디

즈니플러스의 출시로 출렁이고 있는 시장을 보

면 OTT 시장에서 어느 한 플랫폼이 독점하는구

도로 흘러갈 것 같지도 않다. 콘텐츠 시장은 새

로 나타날 OTT 사업자들로 인해 콘텐츠 수급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오히려 콘텐츠 공급

자의 역할이 강화될 수도 있다. 이제는 콘텐츠

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

떻게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여 이 전쟁에

서 살아남을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

직 콘텐츠만이 알고 있다.

콘텐츠를 유통하던 플랫폼 사업자에 불과했

던 넷플릭스가 ‘Netflix Original’을 외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콘텐츠 생산자가 된 이유

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콘

텐츠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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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협회 사회공헌사업

‘소리나눔봉사단 사업’을 끝으로 2019년 사

회공헌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올해도 우리협회

는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

원을 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성우회원들로 구

성된 ‘소리나눔봉사단’이 장애우들의 추천 도

서 ‘나의 인도(박완서 외)’를 녹음하였으며, 시

각장애인을 위한 CD작업을 끝마친 후 관련단

체에 보급하였다. 

▪ 소리나눔봉사단 참여회원(가나다 순)

권도일, 김무규, 김용식, 박웅선, 유승희, 서윤석, 

이상헌, 이소은, 이우신, 임유진, 조영민,  최옥희, 

한경화

▪ 2019년 사회공헌 사업현황

•  장애인 재활학교 ‘예림원’후원-가정의 달

•   방송예술인 사랑나누기 의료봉사 지원-속초화재

발생 지역 일원(고려대학교 병원 공동주최)

•  힐링재활승마교실 지원-장애인 승마체험 재

활 봉사활동

•  노인무료급식소 봉사지원-탤런트 봉사단 ‘미디

어 헌터’

•   마포지역 청소년 장학금지원-서울서부지방검

찰청 청소년위원협의회

•  미혼모거주 종교단체 지원-마포애란원(수녀원)

•  ‘소리나눔봉사단’ 지원-CD녹음 및 제작(서울시

립시각장애인노원복지관 공동)

•  갱생보호자 지원 사업(생활비 보조)-한국법무

보호공단 서울지부 

•  지역 주민 무료급식 지원- 마포용강도화동 일

대 독거노인(마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토마스의 집(영등포역 무료급식소)-카톨릭 단체 

•  독도지킴이 후원의 밤 지원-독도사랑회 

•  법무부 서울 남부외국인 위원회(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보호지원)

•  2019년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미국 해외공연 후

원(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공헌사업

헉슬리(Hux l ey )의 소설 중

에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라는 미래소설이 있다. 

그 내용은 과학기술의 지나친 남

용으로 인간성이 파괴되는 끔찍

스러운 세계를 그린 것이다. 여기

서는 실험용 병속에서 태아가 자

라나고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되

는 끔찍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

나 이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에서

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런 빠르고 획기적인 과

학의 발달로 70세 할머니의 피부

가 20~30대는 아니어도 40~50

대 중년 부인의 피부로 회춘하

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항간에 ‘황노화(抗老化)’라는 말

을 많이 쓴다. 실제로 과학의 발

달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

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 황노화

는 무엇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최근에는 방송에서 건강식품

으로 피부의 항노화를 많이 외치

고 있지만 이것들은 약과 달리 보

조제일 뿐 치료약은 아니라는 것

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은 과거의 수술적인 치료

보다는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으로 항노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의 energy delivering devices 등

을 이용하여 피부의 노화에 관련

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시중

에는 너무 많은 기계와 시술방법

이 난무하고 있다. 무엇이든 전문

가와 상의 한 후에 본인의 깊은 숙

고의 과정으로 거쳐 자신에 맞

는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결국 이로 인해 자신감 있

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더욱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피부 황노화는 어떻게 할까?

건강 상식

지혜구
(청담이지함피부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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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동 정

2019년 4분기 매체별 재사용료 지급현황 (12/13 작성기준 )

지상파 방송사                                                         (12/31 예정분까지 반영) CATV일반채널

CATV만화채널

애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인상 故 구하라 회원(91년생 / 기타 방송인)

• 데  뷔 : 2008년 카라 미니 앨범

• 수  상 : 2015년 SBS 연예대상 베스트 챌린지상

권혁호(탤런트/자녀결혼) 김단하(코미디언/본인결혼) 김현정(코미디언/본인결혼)

나기수(탤런트/본인결혼) 배민희(탤런트/본인결혼) 배정근(코미디언/본인결혼)

장홍제(코미디언/본인결혼) 하대경(탤런트/자녀결혼) 한인숙(성      우/자녀결혼)

11월

2019년 12월 현재 총 회원 수는 약 10,650명이다. 최근 3개월 간 가입자 수는 약 250명으로 특히 기타 방송인

들의 가입이 많았다. 올해 상반기 620명 하반기 약 613명으로 금년 총 가입회원은 약 10,700명으로 집계되었

다. 신규 회원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방송사 내   용 입금일

KBS

2018년 해외사용료 (대만, 일본, 중국, 홍콩베트남) 2019-11-08

2018년 2차사용료 2019-11-08

2018년 미주사용료 2019-11-08

2019년 3분기 심야 및 라디오 재방송료 2019-11-29

2019년 상반기 복제료 2019-12-24

MBC

2018년 해외사용료 (대만, 일본, 중국, 홍콩베트남) 2019-11-01

2018년 2차사용료 2019-11-01

2018년 미주사용료 2019-11-05

SBS

2018년 해외사용료 (대만, 일본, 중국, 홍콩베트남) 2019-11-06

2018년 2차사용료 2019-11-06

2018년 미주사용료 2019-11-06

방송사 내   용 입금일

JTBC 2017년 복제전송료 2019-12-02

CJ ENM

2018년 2차 사용료 2019-12-27

2019년 상반기 재방송료 2019-12-27

TV조선 2018년 상반기 재방송료 2019-11-05

방송사 내   용 입금일

터너코리아 2019년 3분기 재방송료 2019-11-27

재능교육 2019년 3분기 재방송료 2019-11-27

디즈니 2018년 재방송료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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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협회 주요업무

  1월
  2일:   제63호 협회보 발행

  23일:   제1차 정책운영이사회

  24일:  2018년 CATV 최종 협상

28~29일:   대의원 간담회

  2월
  13일:  제1차 이사회 및 제2차 정책운영이사회

  25일:  대의원총회

  3월
  11일:  제64호 협회보 발행

  22일:  협회 연구도서 4호 발행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

  25일:  상반기 장학금 수여

  4월
  1일:  제2차 이사회

  26일:  대의원 MT

  5월
  16일:  2019년 1차 지상파3사 협상

  22일:  자문위원회

  28일:  제65호 협회보 발행

  6월
  3~4일:   시니어 회원 위무여행 및

    제3차 정책운영이사회

  26일:   2019년 2차 지상파 협상

 

  7월
  3일:  제3차 이사회

  8월
  1~23일:  전무이사 공모 진행

  14일:  베이징 조약 가입 의견서 제출

  20일:  제66호 협회보 발행

  23일:  제4차 이사회

  9월
  16일:   하반기 장학금 수여

 17~18일:   임원 MT 및 

    제4차 정책운영이사회

26~27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10월
  16일:  제5차 이사회

  17일:  2019년 1차 CATV 협상 

  21일:  2019년 3차 지상파3사 협상

 28~29일:  2019년 연수

  11월
 12~13일:   회원대상 저작권 교육

  25일:   제5차 정책운영이사회

    제67호 협회보 발행

  12월
  4일:  2019년 4차 지상파3사 협상

  5일:  2019년 2차 CATV 협상

  9일:  제6차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