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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터넷 이용자중 28%가 유료 VoD 시
청...VoD 시장의성장성은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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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기관 Emnid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8%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Netflix, maxdome, Amzon

Prime 등의 유료 VoD 서비스를 이용...25-34세의 이용 비율은 47%
￭ 그러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중 74%는 앞으로도 이용 의향이 없으며, 이용 의향
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최대 월 10 유로가 지불 한계

독일, 인터넷 이용자중 28%가 유료 VoD 서비스를 이용...25-34세의 이용비율은 47%

▸ 2015년 8월 10일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Emnid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28%는 Netflix, maxdome, Amzon Prime 등의 유료 VoD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조사는 1,049명의 독일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5-34세 인터넷 이용자중 47%, 16-24
세 인터넷 이용자중 42%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69%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음

▸ 한편, 56%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Youtube나 MyVideo 같은 무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
했음

•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용률이 높아서 16-24세 이용자 중 84%, 25-34 세 이용자중 70%가 무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독일 VoD 시장의 성장성은 제한적...유료 VoD 非이용자 중 향후 이용 의사가 없는 비율
74%에 달해
▸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독 일 시장에서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음

• 지금까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독일 인터넷 이용자중 74%는 앞으로도 해당 서비스
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음
▸ 젊은 세대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매월 10 유로 이상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16-24세 그룹은 약 27%, 25-34세
그룹은 약 21%가 최대 월 10유로까지 유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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