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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클레이머 (Disclaimer) 

1. 본 레터는 신뢰할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투자 시점과의 차이, 사실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서 주요 투자 요소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2. 본 레터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용도로 만들어졌으므로 수익/손실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자료 작성자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인베스테인먼트 이메일 & 사이트 

• 공식 홈페이지: ustooza.com 

• 공식 이메일: investainment2017@gmail.com 

• 페이스북: facebook.com/investainment2017 

• 프로젝트 참여자 블로그: 

o 베가스풍류객: blog.naver.com/wkwn70 

o 밥스튜디오: blog.naver.com/cinedemian 

o 공작단장: www.investank.org 

 

 

 

 

 

 

 

 

 

 

본 투자레터의 저작권은 인베스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저자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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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NAB Show  

인베스테인먼트의 2019 NAB Show 프로젝트 팀은 지난 4 월 8 일부터 11 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행사에 직접 참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57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프롤로그 1: NAB show 란?  
 

 

그림 1. NAB Show (※출처: 인베스테인먼트) 

 

정식 명칭은 ‘전국 방송인 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이하 NAB)’로 

1923 년부터 시작해 매년 4 월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 

행사이다. 이 행사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송 미디어의 현재 흐름과 아울러 향후 

기술 트렌드와 전망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방송, 미디어, 컨텐츠 업체들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2009 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방송미디어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들을 이 보고서를 통해 이해하고 투자에 참고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6 

2019 년 NAB Show 는 전세계 160 여개 국가, 3480 개 업체에 종사하는 10 만여 명이 

참여했다. 방송, 광고, 오디오, AR, VR, MR, 디스플레이, 케이블, 영화, E-Sports, TV, 스트리밍, 

라디오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신기술과 신제품을 발표하는 향연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NAB Show 조형물 (※출처: 인베스테인먼트) 

프롤로그 2: OTT 란?  
OTT 란 ‘Over the Top’의 줄임말로 전통적 케이블 혹은 방송사의 폐쇄형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컨텐츠를 공급받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알려져 있다. 

OTT(Over The Top) 플랫폼은 이미 영상 컨텐츠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 유료 TV 서비스를 중단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만 시청하는 

추세를 뜻하는 코드 커팅(cord cutting)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2017 년, OTT 기기는 

미국시장에서 데스크톱을 제치고 프리미엄 동영상 시청을 위한 주된 디지털 플랫폼이 되었다. 



7 

 

 

 
그림 3. 숫자로 이해하는 OTT 산업 (※출처: 컴캐스트) 

프롤로그 3: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그리고 5G 
인베스테인먼트 프로젝트 팀에서 올해 2019 NAB Show 에서 영화, 뉴스, 드라마, 스포츠, 

게임, 광고 등 컨텐츠 제작, 저장, 배급, 전송, 처리 방식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하고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토대로 5G 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림 6. NAB Show 배너 (※출처: 인베스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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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OTT 

1.1. OTT 의 원조, 넷플릭스 

OTT 분야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기업으로 넷플릭스(Netflix, NFLX )를 들 수 있다. 

1997 년 설립된 넷플릭스의 최초 사업 모델은 우편을 통한 DVD 대여 사업이었다.  

2007 년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스트리밍 사업을 개시한 후, 2010 년 캐나다, 2011 년 남미, 

2012 년 유럽, 2015 년 호주와 일본에 진출하며 글로벌 OTT 플랫폼 사업자로 크게 

발돋움하였다. 

넷플릭스는 유료 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2011 년부터 2018 년까지 8 년간 

글로벌 유료가입자수는 2 천 160 만명에서 1 억 3,926 만명으로 6.4 배 급증하였다. 2019 년 

1 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매년 전년대비(y/y) 25%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 넷플릭스 재무 제표 (※출처: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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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넷플릭스의 성장 요인 

1.1.2. 기존 미디어 그룹의 동향  

1.2. OTT 시장 

OTT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을 포함하는 기존 유료방송(pay TV)과 OTT 방송이다.  

1.2.1. OTT 글로벌 시장규모와 성장률  

컴캐스트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OTT 서비스는 대략 978 개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 182 개의 업체의 서비스가  북미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림 1.6. 글로벌 OTT 기업(※출처: 컴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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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투자 리스크 

1.3.1. OOOO OO  

1.3.2. OOO OO 

1.3.3. OOO OOO OO 

1.3.4. OO OOO OOOO OO 

1.3.5. OOOO O OOO 

1.4. 관심종목 

1.4.1. OOO OOOO) 

1.4.2. OOOO  

1.4.3. OOOO 

1.4.4. 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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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방송미디어의 현황과 투자아이디어 

2.1. 미국 방송미디어 기업의 현황 

1983 년 미국의 방송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50 개였다. 이후 2011 년 미국의 

방송미디어 업체 6 개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1983 년부터 2011 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은 2008 년 이후 리먼 브라더스 파산 후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코드커팅” 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당시 미국 소비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경기가 나빠지자 가장 먼저 줄인 소비가 바로 매월 

$100 이상 지불하던 케이블 TV 의 구독 취소였다. 구독취소 후 대안으로 저렴하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방송미디어 업계의 변곡점이 시작되었다. 

2008 년 이후 미국의 미디어 컨텐츠 전쟁은 넷플릭스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2.2. 넷플릭스의 현황과 전망 

2019 년 하반기부터 각 전통적인 미디어 업체들이 출시하는 스트리밍 구독서비스로 인해 

넷플릭스(NFLX)는 고난의 행군길이 예상되며 미국내 스트리밍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넷플릭스의 미국에서 구독자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며 해외 구독자의 

신규가입으로 인한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2.3. 투자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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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그리고 5G 

3.1.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3.1.1. 기업소개 

3.2. 5G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19 NAB Show 에서는 5G 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5G 통신 

기술의 3 대 특징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이용하면 기존의 4G/LTE 보다 100 배 

이상의 데이터가 20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지연시간이 25 배로 줄어들며, 더 많은 

기기들이 동시에 연결되어 데이터의 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3.3. 투자 아이디어 

시스코 (Cisco, CSCO)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P 트래픽은 2017 년부터 2022 년까지 

연평균성장률 (이하 CAGR) 26% 증가하여 디지털 데이터 사용 및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5G 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인베스테인먼트의 2019 CES 투자레터를 

참고하는 것도 유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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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 
 

2019 NAB Show 에서는 현재 광고계의 트렌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의 광고계가 겪게 될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4.1. 투자 아이디어 

4.1.1. OOO OO  

4.1.2. OOOOOO OO 

 

 

 

 

 

 

 

 

 

 

 

 

본 투자레터의 저작권은 인베스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저자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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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NAB Show 투자레터를 구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 NAB Show 투자레터를 구입하신 독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2019 CES 투자레터를 50%의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는 코드를 드립니다.  

50% 할인의 혜택을 누리세요! 단, 50% 할인코드는 2019 년 5 월 31 일로 소멸됩니다.  

** 2019 CES 50% 할인코드: XXXXXXXXX 

 

 

 

 

 

 

 

인베스테인먼트 이메일 & 사이트 

• 공식 홈페이지: ustooza.com 

• 공식 이메일: investainment2017@gmail.com 

• 페이스북: facebook.com/investainment2017 

• 프로젝트 참여자 블로그: 

o 베가스풍류객: blog.naver.com/wkwn70 

o 밥스튜디오: blog.naver.com/cinedemian 

o 공작단장: www.investank.org 

 

디스클레이머 (Disclaimer) 

1. 본 레터는 신뢰할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투자 시점과의 차이, 사실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서 주요 투자 요소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2. 본 레터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용도로 만들어졌으므로 수익/손실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자료 작성자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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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테인먼트 책 안내 

『미국주식 S&P500 가이드북』 

 

※ 구매 가능한 서점 조회: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550389  

 

『미국 배당주 투자』 

 

※ 구매 가능한 서점 조회: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374020 

 

디스클레이머 (Disclaimer) 

1. 본 레터는 신뢰할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투자 시점과의 차이, 사실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서 주요 투자 요소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2. 본 레터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용도로 만들어졌으므로 수익/손실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자료 작성자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본 투자레터의 저작권은 인베스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저자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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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슬립 투자레터 구독 방법』 할인 프로모션 가격 안내 

인베스테인먼트 공식 웹사이트(https://www.ustooza.com)에서 ‘현재 ~ 2019 년 5 월’까지 네버슬립 

투자레터의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규 구독자도 이벤트 대상자).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아래의 화면에서 ‘정기구독 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네버슬립 투자레터의 할인 프로모션 가격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정가(USD) 
프로모션 가격 

(할인 적용된 금액) 

투자레터 호당 

가격 

4 개월 $36 $27 (1 개월 할인) $6.75 

8 개월 $72 $45 (3 개월 할인) $5.63 

12 개월 $108 $54 (6 개월 할인) $4.50 

24 개월 $216 $108 (12 개월 할인) $4.50 

 

• 문의 이메일: investainment2017@gmail.com 

• ‘정기구독 하기’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ustooza.com/pl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