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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쿠(나스닥, ROKU)
(미국 TV 스트리밍 광고 점유율 1 위)
기업개요
로쿠는 온라인 미디어 컨텐츠들을 TV 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레이어 장비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2002 년에 설립되었으며 시청자들이 로쿠의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보유하고 있는 TV 를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서비스, 컨텐츠 구매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직원은 약 1650 명이며
850 명은 연구 개발, 550 명은 영업 및 마케팅, 250 명은 일반 및 관리 운영이다. 2014
년 Roku 는 Roku 기능이 내장된 RokuTV 의 TV 를 생산하기 위해 Smart TV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2019 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스마트 TV 3 대 중 1 대는 Roku
OS 를 사용하였다. 2019 년 1 분기 기준 스트리밍 장치 시장 점유율은 39%로 1 위다.
로쿠의 플랫폼안에 넷플릭스, 디즈니 등 수많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인터넷 기반으로
TV 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로쿠는 이들과의 콘텐츠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TV 에 장착하면 바로 사용가능한 로쿠 플레이어와, 셋탑박스,
그리고 로쿠 스마트 TV 를 판매한다. 로쿠 셋탑박스를 구매하게 되면 로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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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회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에 사용했던 케이블을 없애고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밍 콘텐츠에 연결되고 콘텐츠 게시자는 많은
잠재 고객을 구축하여 수익을 창출해 낸다. 광고주는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순간마다
광고를 송출해서 로쿠가 광고료를 받는 구조다. 2019 년 프로그래밍 방식 광고
점유율이 59%(2 위 아마존 19%)에 이르렀다. 스트리밍의 장점은 인터넷 연결에 있다.
로쿠에서는 영상을 다운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원하는 장면을 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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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매출액
플랫폼

구분

7 억 4078 만 달러

매출액

매출액 비중
65.6%

플레이어

3 억 8814 만 달러

34.4%

스트리밍 플레이어 소매가는 $29~$99 달러다.
지역별 매출액
구분

매출액

미국

10 억 1603 만 달러

매출액 비중
90%

해외

1 억 1289 만 달러

10%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간다는 점은 로쿠에게 도움이 된다. 집 안에서 쇼핑, 비디오 시청 등 비디오
스트리밍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망
글로벌 광고 컨설팅업체 AdAge 와 시장조사기관 E-Marketer 에 따르면 커넥티드 TV 를 플랫폼으로 하는 광고 시장 규모는 2020 년
70 억에서 2021 년 100 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예측한다.
로쿠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이미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9 년 3690 만개 계정으로 1 년간 36%
급증했으며, 19 년 4 분기 비디오 스트리밍 시간도 1 년전에 비해 60%나 증가했다. 이미 상승세를 실적으로도 보여준다.
로쿠는 넷플릭스, 디즈니와 달리 자체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하지 않고 있다. 판권을 주고 사들인 비디오만으로도 지금의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업체다. 제작비와 흥행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제작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로쿠의 주가는 크게 치솟을
것이다. 현재 로쿠는 자체 제작을 위해 착수단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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