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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디지털케이블TV에서 2013년 3분기동안 편성한 169편의 유료영화 VOD를 대상으로, 영화의 선행창구성과인 누적관객

수, 스크린 수, 그리고 장르와 홀드백 기간이 영화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편당 VOD 평균 구매건수는

2,540건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 결과 선행창구성과인 스크린 수와 홀드백 기간이 영화 VOD 구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누적관객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장르별로 보면 SF/판타지 8,401건>드라마 4,011건>코미디

2,011건>액션 1,798건>애니메이션 1,138건>애정/멜로 1,119건>공포/스릴러 770건>에로 6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number of viewers and the number of running screens in the theater, genres of the movies 
and holdback period on the number of purchases movie VOD contents. In this paper, we deals with the 169 movies VOD 
consumption data which the digital cable TV subscribers purchased during the third quarter of 2013.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average number of VOD purchases per each movie is 2,540. Regression analysis proves that the number of running screens 
and the holdback period are statistically playing a role of significance in movie VOD purchases. But the number of viewers in the 
theaters is not of significance. By genres, the result is shown as in this order: SF/fantasy 8,401 > dramas 4,011 > comedies 2,011 
> action 1,789 > animation 1,138 > love story/melo 1,119 > horror/thriller 770 > erotic movies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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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미디어 콘텐츠 소비행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비선형(non-linear) 시청행태가 빠

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유료디지털방송의 확대, 스마트

폰 보급 확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증가 등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창구(window)가 다양해졌기 때문이

다[1][2][3]. 따라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TV 및 N스크린 서비

스를 기반으로 VOD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

를 추구하고 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재원의 특성상 초기

제작비가 투입되고 나면 VOD 등과 같은 후속창구로 진입

할 때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경로를

다변화하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3][5][6]. 즉, 플랫폼사

업자, 콘텐츠제작사, 시청자 모두에게 VOD 서비스는 만족

스러운 형태를 가진다. 
Ericsson Consumerlab(2013)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한

국 등 9개국에서 VOD와 타임시프트(time shift) 콘텐츠 이

용량(63%)이 실시간 TV시청(83%)에 버금가는 주요 방송

시청형태로 나타났다[7]. 이는 변화된 생활패턴과 개인적 시

간 활용 증가로 비선형 시청행태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3)의 유료방송시청자

들의 VOD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VOD 서비스

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본방송을 놓쳤기 때문

(60%),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기 때문

(55.5%), 한번 봤던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위해(36%), 한꺼

번에 원하는 콘텐츠를 몰아보기 위해서(34.5%) 이다[8]. 특
히 몰아보기1)는 장기간 편성되는 콘텐츠를 기다려가며 보

기 보다는, 줄거리 흐름이 끊기지 않게 몰아서 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며, 세계적인 추세

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VOD에 대한 국내 연구는 서비스 초기에는 규제

정책[9][10], VOD에 따른 경쟁 환경변화[11], VOD 서비스 산

업현황[12], VOD 요금정책[13] 등 정부정책과 시장 환경측면, 
방송제작자 관점 중심으로 다소 제한적으로 연구되어온 반

면, VOD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에는 이용자 특

성과 콘텐츠 속성에 따른 VOD 이용행태 등 시청자 행위관

점에서 VOD 이용행태 분석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

었다[5][14][15][16[17]][18].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이용자

의 기억에 의존하는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유·무료 이용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2)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가 실제 이용한 유료영화

VOD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VOD에

편성된 영화콘텐츠총 169편을 분석대상으로, 영화 선행창

구 성과인 누적관객 수와 스크린 수, 장르와 홀드백 기간이

영화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창구 성

과와 홀드백 기간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

해, 장르의 영향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영화

장르는 코미디, 애정/멜로, SF/판타지,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포/스릴러, 액션, 에로로 구분하였다.

Ⅱ. 기존 연구

영화산업은 제작, 배급, 상영의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콘텐츠 생산주체인 제작사는 매년 증가하지만 영세화되고

있는 반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배급사와 극장사업자는

대기업 위주로 집중화와 대형화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2014)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제작

사는약 2,700개, 배급사는 650개에달하고, 전체극장 수는

333개로 전년대비 6.1% 증가했으며, 스크린 수는 최근 10
년간 최고 수치인 2,184개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19]. 

1) 몰아보기(Binge Viewing) 시청은 드라마나 방송시리즈를 한꺼번에 몰아 시청하는 '폭식시청’ 행태이다. 한 예로,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가 2013년 2월 자체 제작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의 전체 에피소드 13편을 동시에 공개하며 특정 콘텐츠
를 한자리에서 몰아보고자 하는 시청자들을 공략했다. 출시 당시 방송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전 세계적

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미국 내 타경쟁사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유사한 전략을 통해 매출 확보에 나섰다. 2013년 3월 컴캐스트
(Comcast)는 HBO의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과 쇼타임(Showtime)의 <덱스터(Dexter)>와 같은 미국 내 인기 드라마 시리즈 전편을 VOD 서
비스로 제공했으며, 그 결과 VOD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2) 분석에 사용한 VOD 구매 관련 데이터는 연말을 포함하는 4분기의 경우 연말 특수 등 시의성이 VOD 구매에 반영될 수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2013년 3분기 실적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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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멀티플렉스의 극장 시장점유율은 83.5%(극장 수 278
개)로 전년대비 0.2% 감소했지만, 스크린 수의 비중은

94.9%로 전년대비 0.4% 올랐다. 또한 멀티플렉스 시장점

유율은 총 관객 수의 98.4%, 총 매출의 9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산업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공급이 절

대적으로많기 때문에 수요측이힘을 가질수밖에없는 구

조이다. 
영화의 특징은 제작비용과 무관하게 거의 동일하게 정해

진 가격에 제공되므로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소

비자는 재관람을 하지 않는 단발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20]. 
또한 경제적 편익보다는즐거움을 위해 소비되는 무형재로

서 일반적인 소비행태와는 다르고, 재화의 특성상 소비 후

에 가치를 알 수밖에 없는 경험재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불분명하다[21][22]. 이런 특징 때문에 영화산업

에서 제작 및 배급사업은 극장상영매출 즉, 흥행에절대적

으로 좌우되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이다[23]. 따라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의 흥행성과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다각화 방안이 요구된다[24]. 
극장 흥행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배급사들

은 2차 유통시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25][26]. 2010년 기

준 글로벌 영화시장은 극장상영의 1차 유통시장이 전체의

40.7%, 2차 유통시장은 59.3%로 2차 유통시장이 더 활성

화되어 있고[27],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극장상영수입에 높

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지만, 2차유통시장인 디지털온라인

시장의 중심에 있는 VOD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와높은

성장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2014)에 따

르면, 영화 VOD 시장매출규모는 표 2와 같이 2013년
2,6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0% 성장했고, 시장규모는

year number of 
theater 

number of 
screen

number of 
released 
movies 

number of total 
audience 

(ten thousand)

number of 
view by 

one person

the total sales
(one hundred million 

won)

2010 301 2,003 426 14,681 2.95 11,514

2011 292 1,974 439 15,972 3.15 12,362

2012 314 2,081 631 19,489 3.83 14,551

2013 333 2,184 905 21,332 4.25 15,512

표 1. 연도별 국내 영화산업 실적
Table 1. Korea movie industry results per year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4)

division

2009 2010 2011 2012 2013

the total 
sales

(one hundred 
million won)

the total 
sales

(one hundred 
million won)

variation 
year on 

year
(%)

the total 
sales

(one hundred 
million won)

variation 
year on 

year
(%)

the total 
sales

(one hundred 
million won)

variation 
year on 

year
(%)

the total 
sales

(one hundred 
million won)

variation 
year on 

year
(%)

pay 
broadcasting 262 491 87.4 910 85.3 1,310 44.0 1,737 32.6

internet VOD 223 267 19.7 501 87.6 618 23.4 729 18.0

package 
goods 403 351 -12.9 298 -15.1 230 -22.8 210 -8.7

total 888 1,109 24.9 1.709 54.1 2,158 26.3 2,676 24.0

표 2. 전체 영화 VOD 시장 매출 규모
Table 2. Sales scale of the whole movie VOD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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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88억원에서 2013년 2,676억원으로 5년 동안약 3
배성장했다[19]. 이는 2009년 영화 VOD 시장매출규모 조사

가 시작된 이래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전체 영화 VOD 시장매출규모 중 64.9%는 유료방

송을 통한 매출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737억원으로

영화 VOD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VOD(구: 홈초이스)의 경우 2014년 1분기

에 판매한 VOD 콘텐츠 가운데 영화 콘텐츠 비중이 50%, 
지상파 콘텐츠 비중이 30%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매출

이 전 분기에 비해 15% 가량 증가했다. 김현정(2013)은
영화의 불법유통 시장규모를 3조 7,700억원으로 추정하

면서 20%만 양성화되더라도 2차 유통시장이 1조 시장

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28]. 민영상·황용주(2013)는 영화

콘텐츠에 대한 불법유통시장 규제강화와 콘텐츠 홀드백

기간 축소 등의 이슈들이 VOD 시장 성장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29]. 따라서 VOD 서비스를 통한 동

시상영 및 홀드백의 단축은 제작사와 투자사의 안정적

인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창구화 전략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이처럼 영화 VOD 시장의 성장 이유에 대해 박종수

(2013)는 ①유료방송가입자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②최근 영화들이 영화 개봉후 큰 시차없이 VOD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비자가 극장에 가는 수고 없이, 집에서 편하

게 고화질로 영화시청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③저작권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불법콘텐츠가 감소했으며, ④한국영

화의 잇따른 흥행성공으로 중장년층을 TV 앞으로 끌어들

였다는 점도 유료방송에서의 영화 VOD 시장의 성장에 기

여했다고 분석했다[14]. 
유료방송을 통한 영화 VOD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지만, 영화 VOD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

다. 임정수(2013)는 영화 VOD 이용자의 선호도에 미치는

속성들을 분석한 컨조인트 분석결과[18], 영화 VOD 선택에

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요금이고, 그 뒤를 이어 이용기기, 
최근성, 생산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기의 선호도를 보

면 모바일보다는 PC를, PC보다는 TV를 통해 영화 VOD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13)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

한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VOD 이용

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국내TV드라마(61.5%), 영화장르

(60.5%), TV예능장르(57.5%) 순으로 영화 VOD에 대한 수

요가 매우높게 나타났다[8]. 영화진흥위원회(2014)의 2013
년도 기준 유료방송을 통한 영화 VOD 매출과 이용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위권의 영화들은 모두 한국영화들로

구성되어 있었다[17].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남

자>,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2013년 유료방송 영화 VOD 
매출에서 각각 1~4위를 기록했고, <신세계>, <관상>, <박
수건달>, <더테러 라이브> 등이뒤를 이었다. 이렇게 상위

권을 차지한 영화들은 가족단위의 관람이 가능한 15세 관

람가 등급의 영화라는 점에서 TV 플랫폼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 Nielsen의 Dounia Turrill(2013)이 발표한

CROSS-PLATFORM REPORT는 VOD 이용 장르 중 영화

의 비중이 52%로 가장 선호되는 장르로 나타났으며, 드라

마 장르가 29%로 2순위이며, 다큐멘터리가 7%, 시청자참

여 버라이어티오락프로그램이 6%로 그뒤를 이었다[30]. 또
한 Cabletelevision Advertising Bureau(2013)는 설문 결과

영화장르가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V 프로그램이

65%로 미국 VOD 시장에서 영화장르가 가장 선호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31]. 
기존 논문들에 대한 연구결과, 극장 상영 이후의 영화 후

속시장은 유료방송 기반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물
론 기존 영화 시청수단이었던 패키지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유료방송 디지털가입자의 확대, 
극장과 영화 VOD 서비스 간의 홀드백 기간 단축, 유선네

트워크의 고도화,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합법적 경로를 통

한 영화 콘텐츠 소비 의향강화, 한국영화 흥행에 따른 영화

VOD 소비층의 확대 등에 따라 영화 VOD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을 통한 시청이 더욱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영화 VOD 시청에 있어서 화면이 크고, 화질이 좀

더 우수한 TV 플랫폼이 가장 주된 매체로 자리 잡고 있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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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디지털케이블방송의 주된 매출원 중 하나인

영화 VOD 콘텐츠총 169편을 분석대상으로, 영화 선행창

구의 성과인 누적관객 수와 스크린 수, 장르와 홀드백 기간

이 영화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들은 대부분 가입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설문조사에 기반하

며, 유·무료 이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
월간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가 실제 이용한 유료 영화

VOD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실

증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2. 분석대상

국내 케이블방송 A사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VOD에 편성한 영화콘텐츠 총 169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케이블방송사는 서울, 수도권과 주요 광

역시를 권역으로 방송서비스를 하고 있다3). 연구 분석에

사용한 VOD 구매 관련데이터는 연말을 포함하는 4분기의

경우 연말 특수 등 시의성이 VOD 구매에 반영될 수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2013년 3분기 실적자료를 대상으

로 하였다.

3. 주요변인의 조작적 정의

3.1 스크린 수
사전적 의미로 스크린은 영화나 환등(幻燈) 따위를 투

영하기 위한 백색 또는 은색의 막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해당 영화를 상영한 극장의 수를 의미하며, 데이터는 영

화진흥위원회가 공시한 각 영화의 스크린 수를 사용하였

다. 

3.2 관객수
관객의 사전적 의미는 운동경기, 공연, 영화 따위를

보거나 듣는 사람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가 공시한 해당 영화의 누적관객수를 데이터로 사용하

였다.

3.3 홀드백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콘텐츠 상품을 모든 유통채널에 동

시에 제공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

통채널별 시간 차이를 홀드백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시차

를 두고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홀드백 기간은 2013년 3Q와 개봉일의 기간차이를 의미하

며, 편성단위를 분기로 하였기 때문에 홀드백 기간의 단위

는 분기로 하였다. 

홀드백 = 2013년 3Q – 극장 개봉 연도 및 분기

예를 들어, 2013년 1월에 개봉한 영화의 홀드백은 2Q가

된다. 즉 '2013년 3Q – 2013년 1Q = 2Q'인 것이다. 만약
2012년 12월에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의 홀드백은 3Q인 것

이다(2013년 3Q – 2012년 4Q). 종영시점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극장동시상영 타이틀이 있어 개봉시점을 기준으

로 하였다.

3.4 영화 장르
영화의 주제, 등장인물, 상황, 대사, 언어, 특수효과 등에

따라 분류되는 양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입

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네이버의 영화장르 분류

와 전범수[32]의 분류를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드라마, 액션, 
SF/판타지, 애정/멜로, 애니메이션, 코미디, 공포/스릴러, 에
로 등 8개 장르로 분류하였다. 몇개의 영화가복수의 장르

(예, 액션, SF)에 적용되어, 이용자 관점과 연구자 관점 모

두를 지닌방송과 미디어 관련박사과정대학원생 3인의 판

단결과를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3) VOD의 판매실적 등은 영업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사명을 밝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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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수집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으로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18을 사용하였으

며, 연구문제와 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은 표 4와 같

다.
본 연구는 선행 창구인 극장에서의 성과와 홀드백 기간

이 영화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동시입력방식으로 수행하였

다. 독립변인은 누적관객수와 스크린 수 그리고 홀드백 기

genres analysis object movies

drama
(32 pieces)

Secretly, Greatly, The Terror Lives, Boomerang Family, Mr. Go, new world, Gwanghae: The Man Who Became King, 
Tower, The Mobius, Jobs,  Paparotti, knickknack, Les Miserables, swapping group, Firefox, A Werewolf Boy, War and a 
woman, big picture, fair society, shame, Musa four bloody battle, a restless night, Lincoln, An Ethics Lesson, Sexuality, 

How are you hot, Mickey's privacy be mistreated, Firefox-Expended Disk, Don't Cry Mommy, National Political Institutes of 
Education, Body & antibody, Flight

action
(31 pieces)

Legend's punches, furious speeding, Berlin, White House Down, The Grandmaster, Diehard-goodday today, last stand, The 
thieves, The killing season, I am a murderer, Power Rangers captain Force, a clerk for a firm, Taken2, R2B, Pacific Ghost 

Wars, Airline Flight, Working on Django Unchained, Women's prisons, gold war, King gaduji, Jack Reacher, Unfinished 
Tales The Godfather, Fandom-last commander, Stolen, Chinese Zodiac, Snitch, 26 year, Detective China, The Bourne 

Legacy, The Three Musketeers 2013, Tracer

SF/fantasy
(17 pieces)

Iron Man 3, Oblivion, G.I. Joe 2, Observers, World war Z, After Earth, Star Trek Darkness, Avengers, Hansel and 
Gretel-Witch hunter, Breaking-the part2, Beautiful Creatures, Jack the killer applications jaineonteu, Universal Soldier4, 

Sinbad's seven adventures, The Hobbit - An Unexpected Journey, 2-Headed Shark Attack, Great and Powerful Oz

love story/
melo

(21 pieces)

The Great Gatsby, Let's hit it rose to an inn, Very Ordinary Couple, Lie, Sex is good, My partner ps, Love 911, Concubine 
of The King-the harem, Tasty affair of the three women, Beginning and end, Bed, Like a house view, Ex of us, Imagine-a 

brilliant two mongjeongae, How is it a room with a view sex, Step Up Revolution-4, Contract of parting, Director's cut 
home a nice view, Her affair with fellow students, Pornography, graphic love, A Muse, The age of the affair

animation 
(16 pieces)

Pororo-the Racing Adventure, The Croods, Doraemon - Secrets of the dust and dirt, Detective Conan-the horizon, Spotted 
- of dinosaur, One Piece Film Z, Wreck-It Ralph, Wolf child, Superhero, Super Wings, Thunder Eleven, Merida and the 
Magical Forest, Karas - peuropeosi, Secret - which shows the night and friends, the storm, Dragon Age, The Guardians 

comedies
(18 pieces)

A Gift from Room 7, Worm badiseu, nothing bastard, a national amateur singing contest, Mina stationery, running man, 
Abraham Lincoln vs. zombie, Kongga, Dogs of war, Artist bongmandae, pick pocket, Porn star in our neighborhood, The 
glories of the family 5, a manual of operating instruction in man, miss change, Balneal-A Terre and then I know my god, 

Extends into the south, robot G

horror/thriller
(22 pieces)

hide-and-seek , Now you see me-magic trick, Stalker, last Exorcisms, Side Effects, lovely Molly, Neighbor, Psychometry, 
ring-Pluto, Conspirators, Zombie, Compliance, Coriolanus, Iron door ma'am, Metrosexual man's Addiction, Cherrybomb, 

Fashion a dangerous enthusiasm, suspect X, come down, Unconfirmed video

erotic
(12 pieces)

Take a picture without permission: married woman sex, Good sex, AV idol-An unabridged edition, My husband's attention, 
girl 2 in the crowed subway, Illicit diary, liaison with part-time job student , yellow hair-Plastic sex, newlyweds love diary 4, 

Flowers of a married woman, widow's boarding house 2, double Illicit

total 169 pieces

표 3. 영화 장르
Table 3. The movie genres

analysis item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tistical analysis 
method

number of screen, number of 
viewer, holdback vs. VOD 

purchases

number of screen, number 
of viewer, holdback

number of movie  VOD 
purchase regression analysis

movie genres vs. VOD purchases movie genres number of movie  VOD 
purchase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표 4. 통계분석 방법
Table 4. statistic 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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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었고, 종속변인은 영화 VOD 구매건수이다. 또한 영

화의 장르에 따라 VOD 구매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33]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영화장르이고 종속변인은 영화VOD 구매건

수이다. 

IV. 연구결과

1. 선행 창구의 성과와 홀드백 기간이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대상영화의 편당 평균 VOD 구매

number of 
analysis 
movies

average number of 
VOD purchase per title

cumulative average  number 
of viewers per title

average of running 
screens number by 

title

average of 
holdback period

169(pieces) 2,540 1,130,820(person) 285 2.3(quarter)

표 5. 영화 VOD 평균 구매, 누적관객, 스크린, 홀드백
Table 5. Movie VOD average purchase, accumulated number of viewers, number of running screens, holdback period

type title
accumulated  number of 

viewers
(ten thousand)  

number of 
running 
screens

release time number of VOD 
purchase

1 the thieves 1,298 1,072 2012. 7 2,913 

2 a gift from Room 7 1,281 787 2013. 1 12,761 

3 Gwanghae: the
 man who became king 1,232 810 2012. 9 4,562 

4 Iron Man 3 900 1,381 2013. 1 25,861 

5 Berlin 717 894 2013. 1 6,197 

6 avengers 707 967 2012. 4 1,654 

7 Secretly, Greatly 696 1,341 2013. 6 40,498 

8 Wolf Boy 665 706 2012. 10 614 

9 Les Miserables 591 696 2012. 12 995 

10 hide-and-seek 560 779 2013. 8 6,370

표 6. 주요 타이틀 누적관객 상위 영화의 VOD 구매
Table 6. High rank movie VOD purchase from accumulated number of viewers

type title number of VOD 
purchase

accumulated number 
of viewers 

number of 
running screens release time

1 Secretly, Greatly 40,498 6,959,083 1,341 2013. 6
2 Observers 27,565 5,506,770 949 2013. 7
3 Iron Man 3 25,861 9,001,309 1,381 2013. 4
4 Oblivion 23,909 1,515,356 634 2013. 4
5 The Terror Lives 23,795 5,579,125 743 2013. 7
6 G.I. Joe 2 23,093 1,855,917 766 2013. 3
7 aging familiy 17,648 1,141,222 583 2013. 5
8 world war Z 14,472 5,237,519 964 2013. 6
9 new world 13,310 4,682,418 671 2013. 2
10 After Earth 13,069 537,920 484 2013. 5

표 7. VOD 구매 상위 영화의 누적관객 및 스크린
Table 7. High rank movie VOD purchase from accumulated number of viewers and number of running sc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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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2,540건이었고, 극장에서의 평균 누적관객 수는 약

113만명, 영화당 평균 스크린 수는 285개 그리고 홀드백

기간은 약 8개월(2.3분기)로 나타났다.
극장에서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누적관객수와 스크린 수

를 산술적 통계관점에서 분석하면, 표 6과 같이 최다 관객

타이틀은 1,298만명을 동원한 <도둑들>이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개봉 등으로 인해 구매건수는 2,900여건에 불

과했다. 반면 2013년 1월 동시에 개봉한 영화 <광해>와
<아이언맨3>의 VOD 구매건수를 비교해보면 900만을 동

원한 <아이언맨3>는 2만 5천여 건인 반면, 1,232만의 관객

을 동원한 <광해>의 경우 4,500여 건의 구매가 있었다. 스
크린 수를 보면 <아이언맨3>은 1,381개 스크린에서, <광
해>는 810개 스크린을 통해 개봉하였다. 산술적 통계로 보

면, 홀드백 기간과 VOD구매건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VOD 구매건수에 있어서 상위 10개 타이틀은표 7과 같

다. 2013년 상반기 영화로 구성되었으며, 스크린 수가많을

수록 VOD 구매건수가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산술적 통계

에 따르면 홀드백 기간이 비슷하면 스크린 수가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영화 VOD는 극장에서종영한 이후 3~4개월

후 유료방송 VOD로 편성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홀드백

기간은 단축되고 있으며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일부의

영화들이 극장동시상영이란 이름으로 VOD로 편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유료방송에서 영화 VOD의 홀드백 기간이단

축되고 있는 것은 VOD 서비스가 영화사업자의 수익에 있

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배

급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전략이라 할 수 있는 홀드백

기간과 극장에서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스크린 수와 누적관

객 수가 영화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스크린 수와 홀드백 기간이

영화 VOD 구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크린 수의베타값은 .795, 홀드백 기간의

베타값은 -.382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회귀분석의 R제곱
값은 .503으로 설명력은 50.3%라 할 수 있다. 스크린 수가

많을수록 VOD 구매가 증가할 것이고, 홀드백 기간이짧을

수록 VOD 구매건수가 증가할 것으로예측할 수 있다. 여기

서 홀드백 기간이짧은 것은 최신작임을 의미한다. 이는 과

거 영화보다는 최신 영화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있으

며, 이는 기존 연구[34]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누적관객수보다 스크린 수가 많을수록 VOD 구매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실제 영화를 극장에서 본 관객수도 중요

하지만 스크린 수가 많을 경우 타 영화 관람객들에게 노

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영화 타이틀의 인지도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른 영

화를 보면서 해당 타이틀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누적관객 수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스크린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type
movie VOD purchase

beta t

R square .503　

invariable number 3.661

accumulated number of viewers .032 .369

number of running screens .795** 8.611

holdback period -.382** -6.014

표 8. 누적관객, 스크린, 홀드백이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
Table 8. The effect the accumulated number of viewers, number of 
running screens, holdback period on the number of purchases movie 
VOD.

** p < .01

그리고 표 9와 같이 SF판타지 장르의 영화는 스크린 수

와 누적관객 수는 다른 장르에 비해우수하지만, 스크린 당

관객수는 드라마와 코미디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최근 들어 보이고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증가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극적

인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스크린 수를 확대하여 접

근편의성을 제고하여 많은 관객을 유치하였고, 이 과정에

서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았더라도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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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장르가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

영화 VOD의 선행창구인 극장에서 누적관객 수와 스크

린 수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장르는 표 9와
같이 SF/판타지였다. 분석대상 영화가 극장에서 모은 평균

관객수는 113만이었고, 장르별로 평균 관객수를 보면 SF/
판타지 246.7만 > 드라마 168.6만 > 코미디 128.7만 > 액션

117.4만 > 공포/스릴러 69.2만 > 애정/멜로 60.1만 >애니메

이션 45.1만 > 에로 0.01만 순으로 나타났다. 스크린 수에

있어서는 전체평균 285개 스크린에서 상영되었고, 장르별

로 보면, SF판타지 623개 > 드라마 321개 > 액션 302개
> 코미디 274개 > 애니메이션 271개 > 공포/스릴러 210개
> 애정/멜로 186개 > 에로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총 관객수와 달리 스크린당 관객수를 보면 전체 평균은

3,961명이다. 그리고 장르별로 보면 드라마 5,246명 > 코미

디 4,695명 > SF판타지 3,960명 > 액션 3,893명 > 공포/스
릴러 3,288명 > 애정/멜로 3,225명 > 애니메이션 1,662명
> 에로 85명 순으로 나타났다. SF/판타지 장르는 점유 스크

린 수와총관객수는 가장많으나, 스크린 당 평균 관객수는

드라마와 코미디 장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크린

수를 확대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가많았고, 홍보와 마

케팅에서우위를 점한 결과로볼수 있다. 액션 장르는 코미

디 장르에 비해 스크린 수는많으나 누적관객수와 평균 구

매건수에 있어서는 코미디 장르의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에로 장르는 평균 스크린 수가 1개에불과했고, 편당 평균

관객은 100여명에불과했다. 이는 에로 성격의 영화는 극장

개봉보다는 VOD 유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르가 영화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보기 위해

4) 평균값 = (각 장르의 편당 평균 관객수 or 스크린수 or 스크린당 관객수 * 각 장르의 편수(N)) / 전체 편수

5) 평균값 = (각 장르의 평균 구매 건수 or 표준 편차 * 각 장르의 편수(N)) / 전체 편수

genres average(number) standard deviation
(number) N F significance 

probability between group difference

comedy 2,011 3,160 18

4.307 .000

SF fantasy/comedy
SF fantasy/love story melo

SF fantasy/animation
SF fantasy/horror thriller

SF fantasy/action
SF fantasy/erotic

love story/melo 1,119 1,588 21
SF/fantasy 8,401 10,484 17

drama 4,011 8,680 32
animation 1,138 1,213 16

horror/thriller 770 1,321 22
action 1,798 2,746 31
erotic 636 377 12

average5) (total) 2,540 5,702 169

표 10. 영화 장르별 평균 VOD 구매
Table 10. The average VOD purchase by movie genres 

genres 　 number of VOD 
title

average of viewers number 
per title (thousand)

 average of running 
screens number per title 

number of viewers 
per screen

comedy 18 1,287 274 4,695
love story/melo 21 601 186 3,225 

SF/fantasy 17 2,467 623 3,960 
drama 32 1,686 321 5,246 

animation 16 451 271 1,662 
horror/thriller 22 692 210 3,288 

action 31 1,174 302 3,893
erotic 12 0.1 1 85

average4)(total) 169 1,130 285 3,961 

표 9. 영화 장르별 타이틀, 평균 관객, 스크린
Table 9. The average of running screens and viewers by movie gen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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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05

(I) genres (J) genres mean difference(I-J) standard error

comedy

love story/melo 892.08 1,717.190
SF/fantasy -6,390.52* 1,808.028

drama -2,000.14 1,575.091
animation 872.45 1,836.856

horror/thriller 1,241.03 1,699.082
action 213.28 1,584.210
erotic 1,374.81 1,992.350

love story/melo

comedy -892.08 1,717.190
SF/fantasy -7,282.60* 1,744.173

drama -2,892.22 1,501.361
animation -19.63 1,774.039

horror/thriller 348.95 1,630.967
action -678.80 1,510.925
erotic 482.73 1,934.588

SF/fantasy

comedy 6,390.52* 1,808.028
love story/melo 7,282.60* 1,744.173

drama 4,390.38 1,604.466
animation 7,262.97* 1,862.106

horror/thriller 7,631.55* 1,726.348
action 6,603.80* 1,613.419
erotic 7,765.33* 2,015.653

drama

comedy 2,000.14 1,575.091
love story/melo 2,892.22 1,501.361

SF/fantasy -4,390.38 1,604.466
animation 2,872.59 1,636.882

horror/thriller 3,241.17 1,480.616
action 2,213.42 1,347.244
erotic 3,374.95 1,809.642

animation

comedy -872.45 1,836.856
love story/melo 19.63 1,774.039

SF/fantasy -7,262.97* 1,862.106
drama -2,872.59 1,636.882

horror/thriller 368.57 1,756.517
action -659.18 1,645.659
erotic 502.35 2,041.551

horror/
thriller

comedy -1,241.03 1,699.082
love story/melo -348.95 1,630.967

SF/fantasy -7,631.55* 1,726.348
drama -3,241.17 1,480.616

animation -368.57 1,756.517
action -1,027.75 1,490.313
erotic 133.78 1,918.533

action

comedy -213.28 1,584.210
love story/melo 678.80 1,510.925

SF/fantasy -6,603.80* 1,613.419
drama -2,213.42 1,347.244

animation 659.18 1,645.659
horror/thriller 1,027.75 1,490.313

erotic 1,161.53 1,817.585

erotic

comedy -1,374.81 1,992.350
love story/melo -482.73 1,934.588

SF/fantasy -7,765.33* 2,015.653
drama -3,374.95 1,809.642

animation -502.35 2,041.551
horror/thriller -133.78 1,918.533

action -1,161.53 1,817.585

표 11. 영화 장르별 평균 VOD 구매 사후검증
Table 11. The post verification of the average VOD purchase by movie gen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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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0과 같이 영화

장르에 따라 VOD 구매건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영화 VOD
의 평균 구매건수는 2,540건이었고, 장르별로 나누어 보면

SF/판타지 8,401건 > 드라마 4,011건 > 코미디 2,011건 > 
액션 1,798건 > 애니메이션 1,138건 > 애정/멜로 1,119건
> 공포/스릴러 770건 > 에로 6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 장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

후검증(Tukey)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표 11과 같이 SF/
판타지 장르가 드라마 장르를 제외한 다른 장르 즉, 코미디, 
애정/멜로, 애니메이션, 공포/스릴러, 액션, 에로 장르에 비

해 VOD 구매건수가많았고, 이는 유의미한차이를 보였다. 
SF/판타지 장르는 코미디 장르에 비해 6,390건, 애정/멜로

장르에 비해 7,282건, 애니메이션 장르에 비해 7,262건, 공
포/스릴러 장르에 비해 7,631건, 액션 장르에 비해 6,603건, 
그리고 에로 장르에 비해 7,765건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살펴본 산술적 통계에 따르면, SF/판타지 장르는 스

크린 수는많으나 스크린 당 평균 관객수는 드라마 장르와

코미디 장르에 비해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크린 수를 확대

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많았던 SF/판타지 장르가

극장 개봉 단계에서 홍보/마케팅에서 우위를 점한 결과로

볼수 있다. SF/판타지 장르의 상당수가 특수효과, 액션 등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영화가 많았다. 따라서 제작비의

회수를 위해 후속창구로 선판매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VOD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아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영화

의 선행창구인 누적관객 수와 스크린 수, 홀드백 기간 및

장르가 영화 VOD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영화 VOD 구매에 있어서 장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SF/판타지 장르의 영화가 드

라마 장르를 제외한 다른 장르에 비해 VOD 구매건수가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SF/판타지 장르의 상당수가 특수효과, 
액션 등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많았

고, 이런장르에 VOD 이용자의 관심도가높았음을 나타낸

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가족매체 TV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매체적 속성이 영화 VOD의 장르에도 영향을 주어

SF/판타지 장르의 영화가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VOD의 선행창구인 극장에서의 성과(누적관객 수, 스크

린 수)를 살펴보면, SF/판타지 장르는 평균 246만 관객을

동원했고 평균 점유 스크린 수는 623개였다. 드라마 장르는

평균 168만 관객을 동원했고 스크린 수는 321개임을 고려

할 때, 선행창구인 극장에서 성과가 월등히 우수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검증한 결과, 스크린 수와 홀드백

기간이 영화 VOD 구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 수의베타값은 .795, 홀드백

기간의 베타값은 -.382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R제곱
값은 .503으로 설명력은 50.3%라 할 수 있다. 또한 홀드백

기간보다는 스크린 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관객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개봉스크린 수가많을수록 VOD 구매가 증가하였고, 홀드

백 기간이 짧을수록 구매건수가 증가하였다. 홀드백 기간

이 짧은 것은 최신작임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영화보다는

최신 영화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누적관객수보다 스

크린 수가많을수록 VOD 구매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실제

영화를 극장에서 본 관객 수도 중요하지만 스크린 수가많

을 경우, 영화 타이틀에 대한 인지도증대 등에 미치는 영향

이클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극장이멀티플렉스화 되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관람하지 않은 다른 영화 타이틀

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누적관객수와 스크린 수

측면에서는 SF/판타지 장르의 영화가 우수한 성과를 보였

지만, 스크린 당 관객 수에서는 드라마 장르와 코미디 장르

에 밀린 점에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상승현상

과도맥을 같이하는 것으로볼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선행창

구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후속창구에서의 성과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VOD 홀드백 기간은 수 시간또는 수

분인 반면, 영화의 경우 홀드백 기간은 개봉이후 평균 7~8
개월이다. 이런측면에서 보면 스크린 수와달리 관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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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

할 수 있다. 첫째, 대작 중심으로 스크린이 점유되는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블록버스터의 경우, 단기

간 동안 다수의 스크린을 점유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이는 초기에 관객몰이를 통해 흥행에 성공할 경우더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초기 관객동원에 실패

하면 단기간에 종영을 하더라도 일부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고 후속창구에서 성과를올리는데인지도등에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개봉기간 동안또는종영 이후 VOD로 편성

되기 전에 P2P(Peer to Peer) 그리고 웹하드와 같은 불법

유통채널을 통해 인기 영화의 유통이 이루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무선통신망발달과저장매체의

진화로 유료방송시장에서 VOD 활성화는 저작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유료방송 사업자가 영화 VOD 서비스를 통해

부가서비스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영화관 개봉과 
VOD 서비스 사이의 홀드백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제작비의 회수를 위해 후속 창

구로의 선판매를 하고자 하는 영화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극장동시상영이 가능하거나 홀드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영화 콘텐츠의 수급을 확대해나가는 노력이 요구

되어진다. ②극장 개봉 단계에서 홍보·마케팅 우위를 점하

기 위해 스크린 수를많이 확보한 영화 중심으로 고객들에

게 VOD를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이다. 그중에서도 블록버스터 영화가 많은 SF/판타지 장르

의 영화 콘텐츠 수급 환경의 개선이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③VOD 이용자들의 관심도가높거나, VOD 구매건수가

많은 영화의 후속 작품, 시리즈, 장르 등이 개봉될때, 개봉
전에 관련영화들을 고객들에게 추천해주거나노출을 확대

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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