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Brief

｜ 방송

Vivendi,
...OTT

시

2015년10월27일

독일에서 SVOD 서비스 ‘Watchever’ 재출
및케이블서비스장점결합

KEY CONTENTS

￭ 프랑스 미디어사업자 Vivendi가 보유한 독일 가입형 VoD(subscription video-on-demand , SVOD) 서비스
Watchever가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의 채널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로 재출시됨
￭ 채널 기반의 Watchever 서비스는 가입자들에게 집합적인 채널 선택권을 제공하는 유료TV 플랫폼과 OTT 형태가
결합된 것으로, 채널을 런칭한 콘텐츠 보유업체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이용 데이터를 제공하게 됨

佛 Vivendi의 독일 SVOD 서비스 ‘Watchever’, 채널 개념 도입해 재출시

▸ 프랑스 미디어사업자 Vivendi가 보유한 독일 가입형 VoD(subscription video-on-demand , SVOD) 서비스
Watchever가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의 채널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로 재출시됨
• 재출시되는 Watchever 서비스는 새로운 외관을 갖추는 한편 콘텐츠 보유업체들이 프로그래밍하고 구성하는 ‘채
널’ 개념을 도입함
• Watchever 채널은 장르가 아닌 브랜드별로 주문할 수 있는데, Vivendi의 기존 제휴업체인 StudioCanal,
BBC Worldwide뿐만 아니라 CBS, Disney, NBCUniversal, Sony와 계약을 체결함
• 초기 제공 채널에는 CBS, Disney Movies on Demand, BBC First, MTV, Universal Music, Doctor
Who, Jamie Oliver 채널들이 포함됨
• Watchever는 인하우스 편집팀의 입력사항과 알고리즘 사용을 결합한 추천 엔진도 제공되는데, 가입자들은 최대
5개의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음
▸Watchever의이번서비스개편은유럽최대TV시장인독일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고안된것으로, Watchever
는 SVOD 분야에서 Amaxon, Netflix, ProSieven의 Maxdom과 경쟁하게 됨
• Watchever 서비스는 월 8.89유로로 웹 및 Apple TV에서 이용가능하며, 향후 몇 주내 지원 단말이 추가될
예정으로, 현재 가입자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30만 명 미만의 가입자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OTT 및 케이블 서비스 장점 결합...이용 데이터 기반 채널 브랜드와의 마케팅 협력도 진행

▸채널기반의Watchever 서비스는가입자들에게집합적인채널선택권을제공하는유료TV플랫폼형태가결합된것
이기도 함
• Watchever의 Karim Ayari 이사는 “포스트 Neflix 세계에서 TV이용경험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채널
의 가치는 크다”고 밝힘
• Ayari 이사는 케이블사업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브랜드 및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OTT 사업자임
을 강조하면서, OTT와 케이블 영역 모두에서 최선을 취하길 원했다고 밝힘
▸Watchever는채널을런칭하는콘텐츠보유업체들에게더욱상세한정보와이용데이터를제공함으로써이들업체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CONEX)”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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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더욱견고한관계를이어나갈방침으로, 채널브랜드들과 마케팅및홍보에대해서도논의하고더많은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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