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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Overview)

KPMG US는 미국 소비자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선택 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9년 10월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유저
18~24세 1,030명, 25~60세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서비스
선택 시 가격과 콘텐츠, 접근성, 광고 없는 환경이 중요한 고려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재 100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64%의 유저는 2~3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이용 비율보다 낮아, 상당수가 가족이나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18~24세 유저의 21%는
유료 구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57%는 가족 요금제를
이용하며 28%는 친구와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월 평균 이용 금액은 22달러,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지불 의향 월 평균 금액은 11달러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 접근성, 무(無)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된
이용 단말로는 18~24세 응답자의 41%가 스마트폰을, 25~60세의 65%가
TV를 꼽았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영화, 오리지널 콘텐츠, TV 시리즈가
모두 제공되는 혼합형을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2/3 이상은 새로 개시될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서비스 추가와 기존 서비스 해지에 대해서는 가격에 따라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저들은 방대한 콘텐츠 홍수 속에
놓여 있지만, 이들의 시청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위해, 가격과 콘텐츠, 편의성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며 경쟁력을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객은 오리지널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화, TV 시리즈가 혼합된
광범위한 콘텐츠 라이브러리선호

고객의 가격 민감도가 높았지만,
고품질 신규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의향도 상당수 존재

젊은 고객은 광고 없는 환경을
선호하지만, 낮은 서비스 비용을
위해 광고를 감내할 의향도 있음

강력한 추천 기능은 유저 경험
향상과 고객 유지에 큰 기여

젊은 고객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단지
가격 때문이 아니라 방대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주제를 선호하기
때문임

기존의미디어기업과콘텐츠제작자가거대스트리밍
서비스와경쟁하기위해주목받는스트리밍서비스를새롭게
출시하면서,고객의평가와선택이중요해지는시점입니다.



18%

36%

26% 59%

54%

22%
64%

page2

Q

Q

실제 구독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이용 중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몇 개입니까?

1개 서비스이용 64%2~3개서비스이용

현재 주 가입자로 구독하고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몇
개입니까?

18~24세 25~60세

1개 서비스구독 2~3개서비스구독

서비스 이용 및 구독 현황: 다양한 옵션 중 한정된 선택

미국에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100개 이상인 가운데, 대부분의 고객은 1~3개의 서비스를
이용(유료 가입+계정 공유+무료 서비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64%가 현재 2~3개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독(Subscription, 유료 가입)하고 있는 서비스 수를 물었을
때는, 이용 중인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2~3개 서비스 구독
비중은 낮아지고 1개 서비스 구독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유저들이 가족 요금제를 함께 사용하거나, 친구들과
계정을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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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불 요금과 가격 민감도: 가격은 서비스 선택의 핵심 요소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지만, 추가적인 지불 의향도 상당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품질 스트리밍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맞춤형 콘텐츠 제공에 대한 고객의 추가 지불 의향이
중요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 평균적으로 월 22달러 가량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에 지불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추가를
위해 평균 월 11달러를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24세, 25~60세 응답자에서
공통적으로 11~20달러 지불 비중이 가장 높고, 11~40달러를 지불한다는 비중은 18~24세의 48%, 25~60세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8~24세의 이용 요금이 25~60세보다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18~24세는 21%인데 반해, 25~60세는 4%에 그쳤습니다. 추가 신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불 의향은 1~10달러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1~20달러까지낼 의향이 있는 고객 비중은 18~24세 59%, 25~60세 67%로나타났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18~24세 그룹의 57%는 가족 요금제를 이용하며, 28%는 친구와 계정을 공유하며,
27%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만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25~60세 그룹의 38%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만이용하며, 27%는가족 요금제를 이용하며, 24%는계정을 공유한다고응답했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 달에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현재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금액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얼마나 더 지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8~24세 25~60세

$0(지불안함)

$10 이내

$11~$20

$21~$40

$41~$60

$61 이상

$0(지불안함)

$1~$10

$11~$20

$21~$30

$31~$40

$4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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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7%

47% 37%

36% 48%

33% 40%

31% 33%

21% 24%

15% 13%

11% 9%

11% 11%

18~24세 25~60세

가격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무(無)광고

콘텐츠가제일 중요하며,
다른 것은부차적

스트리밍 비디오를 감상할 때
어떤 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복수의휴대용단말 이용가능

서비스에대한 편리한접근성

콘텐츠다운로드가능 여부

추천기능의정확성

광고기반이용료할인

구독없이콘텐츠
이용가능여부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스마트TV,
로쿠(Roku)*,
애플TV 등)

컴퓨터/노트북 게임기
18~24세 25~60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과 무 (無 )
광고(영상 시청 전과 후,
중간에 나오는 광고가
없 는 ) 환 경 으 로
나타났으며 , 콘텐츠와
편리한 접근성, 복수의
휴대용 단말 이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트리밍 비디오 감상
기 기 로 18~24 세 는
스 마 트 폰 (41%),
25~60 세 는 TV(65%)
이 용 비 율 이 가 장
높았습니다. 18~24세는
모바일 중심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30%가 TV로
스 트리 밍 비디 오를
시 청 한 다 고 응 답
했습니다.

고객에게 중요한 요소

Note*: 로쿠는 넷플릭스, 
아마존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미국의 셋탑
단말 기반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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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주관식 질문 응답 결과

가장 선호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개방형 주관식 질문을 통해 18~24세 그룹에서
800개 이상, 25~60세 그룹에서 700개 이상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답변은 광고, 가격, 콘텐츠 제공 범위, 추천 기능 등 여러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 영화는 관심이 집중된 핵심 콘텐츠

최신작, 고품질 영화에 대한 수요와 함께 전반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지원되는 영화가 광범위해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 18~24세그룹에서는 광고가 중요한 요소

이들은 광고를 완전히 없애거나 광고의 수를 줄이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60세의 응답도 이와
유사했지만, 광고에 대한 응답 비중은 더 적었습니다.

> 콘텐츠 검색의 편의성도 중요
더 많은 검색 옵션과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더
정확한 추천 기능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 많은 응답자가 가격 문제를 언급

가격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왔으며,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다수의 응답이 콘텐츠 제공 범위에 집중

고품질 콘텐츠 , 오래된 작품 , 최신작 , 영화 및 TV
프로그램 확대, 더 많은/더 적은 오리지널 콘텐츠와 같이
다양한 선호도가 나타났습니다. 취향의 범위가 무척
넓게 나타났지만 , 이는 그만큼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개인이나 가족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합니다.

> 통합 서비스 환경의 중요성

하나의 앱이나 계정으로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환경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왔습니다.

>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관심
일부 응답자는 스포츠 콘텐츠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스포츠 방송을 시청하거나, 스포츠
방송을 다운로드해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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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 범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광범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1~2개의 대작 시리즈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입자를 끌어들이거나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고객이 오리지널
시리즈뿐만 아니라, 영화와 인기 TV 시리즈물에 대한 광범위한
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합니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할 때
주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25~60세,복수 선택)

광범위한제공

오래된인기
TV 프로그램

영화
라이브러리

오리지널
시리즈

스포츠

특정 장르

어린이용
프로그램

1%

숏폼(10분
이내 짧은)
동영상

나에게필요한콘텐츠를충분히제공하고있는지

소수의프리미엄프로그램을시청할수 있는지

내가 선호하는시리즈물을시청할수 있는지

특정한대작 시리즈를시청할수 있는지

내 선호도를충족하는서비스를찾지 못했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18~24세)

광범위한콘텐츠선택 범위

전통적인프로그램(드라마,영화, 다큐멘터리등)

대작 프리미엄콘텐츠

새로운콘텐츠지속 공급

18~24세 25~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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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1%

28%

27%

Q

22%

64%

12%

2%

36%

54%

2%

Q

Q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젊은 세대(18~24세)의 응답 (1/2)

일부 젊은 고객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며 요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일부는 가족 요금제나 계정 공유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 소비 계층으로 성장할
이들의 스트리밍 시청 및 결제 행태가 향후 급변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그룹에게는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옮겨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성(Portability)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광고가
없는 환경을 선호했지만, 무료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면
광고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족과함께 거주하며,가족요금제를이용한다

1개

실제 구독 여부에 상관 없이, 현재 이용 중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몇 개입니까?

현재 주 가입자로서 구독하고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몇 개입니까?

2~3개

4~6개

7개 이상

1개

2~3개

4~6개

7개 이상

8%

가족과함께 거주하진않지만, 가족요금제를이용한다

친구와계정을공유해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한다

무료 콘텐츠만 시청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면기꺼이광고를볼 의향이있다



10% 1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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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3%

30%

19%

17%

11%

10%

7%

Q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젊은 세대(18~24세)의 응답 (2/2)

젊은 고객들은 전통적인 프리미엄 콘텐츠 이외에도 광범위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들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과 광범위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맞춤형 추천 기능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고객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숏폼 비디오
(6~10분분량)

정기적으로 무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나 채널을
시청한다면, 어떤 점을 선호하기때문인가요? (복수 선택)

드라마에피소드
및 쇼 프로그램

주로 시청하는 비디오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장편 영화

이전 시청이력에기반해새로운훌륭한콘텐츠를추천

내게 흥미있는주제의비디오채널을끊임없이 시청 가능

내가 좋아하는크리에이터의동영상을시청가능

소셜미디어에게재되는동영상링크를통해시청

유명인이나다른 인플루언서의동영상시청가능

거의 모든주제에대해 알려주는동영상존재

동영상블로그시청 가능

대부분의무료 비디오스트리밍콘텐츠에관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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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8%

32% 28%

22% 33%

11% 10%

Q

18~24세 25~60세

다음 중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새로운비디오스트리밍서비스에큰 관심이있고...

...그러나신규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기존 서비스
구독을해지할것이다

신규 서비스

고객은 2019년 말, 2020년 초에 개시되는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 , 18~24세의 67%와 25~60세의
71%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지 여부는 가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에상관없이 신규 서비스를추가해기존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것이다

...가격을고려해서신규 서비스추가이용을고려해볼것이다

새로운서비스구독을고려하고있지 않다

조사 방법

본 보고서의 데이터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두 개의 웹 기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설문
조사는 2019년 10월 3일 종료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18~24 세 고객 1,030 명 , 25~60 세 고객 1,025 명의
응답으로부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선택 시 중요한
요인과 핵심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두
개의 설문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일부 질문은
연령대별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대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제한된
시청 시간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기업은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적절한 콘텐츠∙가격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포화 상태에
접어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고객은 콘텐츠, 가격, 편의성이 균형을 이룬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 2020 KPMG Samjong KPM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Business Contacts

kr.kpmg.com    

엔터테인먼트산업 전문팀
양승열
부대표
T: 02-2112-0330
E: seungyeoulyang@kr.kpmg.com

염승훈
전무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박성배
전무
T: 02-2112-0304
E: sungbaepark@kr.kpmg.com

전철희
전무
T: 02-2112-0355
E: cjun@kr.kpmg.com

한상현
전무
T: 02-2112-0387
E: sanghyunhan@kr.kpmg.com

오헌창
전무
T: 02-2112-7478
E: heonchangoh@kr.kpmg.com

정헌
상무
T: 02-2112-0334
E: heonjung@kr.kpmg.com

노원
상무
T: 02-2112-0313
E: wroh@kr.kpmg.com

민성진
상무
T: 02-2112-0852
E: smin@kr.kpmg.com

신문철
상무
T: 02-2112-0356
E: moonchulshin@kr.kpmg.com

강인혜
상무
T: 02-2112-0363
E: ikang@kr.kpmg.com

최이현
상무
T: 02-2112-0505
E: yeehyunchoi@kr.kpmg.com

김익찬
상무
T: 02-2112-0468
E: ikchankim@kr.kpmg.com

안창범
상무
T: 02-2112-0312
E: cahn@kr.kpmg.com

노정한
상무
T: 02-2112-0693
E: jroh@kr.kpmg.com

허재훈
상무
T: 02-2112-7707
E: jaehoonheo@kr.kpmg.com

김정기
상무
T: 02-2112-0346
E: jungkikim@kr.kpmg.com

윤주헌
상무
T: 02-2112-0374
E: joohunyoon@kr.kpmg.com

최진석
상무
T: 02-2112-7669
E: jinseokchoi@kr.kpmg.com

차정환
상무
T: 02-2112-7093
E: jeonghwancha@kr.kpmg.com

https://home.kpmg.com/kr/ko/home/industries/telecommunications.html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Highlights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