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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이 만나는 방송통신 융합은 단지
기술 간의 결합을 의미하지 않으며, 양 산업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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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또는 커다란 변화를 동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방송산업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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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즈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시장 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

방송통신 융합의 등장은 디지털 융합에서 출

며, 통신산업은 All-IP망을 통해 방송이나 콘텐츠

발한다. 디지털 기술 내부에서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간 경계의 소멸을 통해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를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이용자는

창출하는 디지털 융합은 <그림 1>과 같이 전개되

선택권 강화, 콘텐츠 다양성, 편리한 방송 이용,

고 있다. A/V(Audio/Video)의 방송 또는 멀티캐스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제공되

트와 데이터(VoD/Data), 음성(Voice, SMS, 영상통화)

는 소비자 편익이 강화된다.

이 All-IP망을 기반으로 유선통신망, 무선ㆍ이동

이러한 산업과 시장의 매력을 지니는 방송통

통신망, 방송망이 결합하고, PC와 노트북, 디지

신 융합의 대표적인 기술로 모바일TV와 IPTV가

털TV, PDA, 스마트폰, 핸드폰과 같은 다양한 단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에서는 글로

말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융합

벌 표준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다.

펼쳐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상파 DMB와 IPTV

디지털 융합은 크게 유선통신의 FTTH(Fiber To

를 중심으로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글로벌 진출을

The Home), 광대역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WiBro와

위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LTE(Long Term Evolution)을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

본 특집에서는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개념과

음성과 데이터가 결합하는 VoIP(Voice Over IP), 모

특징을 살펴보고, 모바일TV와 IPTV 기술표준화

바일 VoIP, 방송통신 융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

및 시장 동향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망된다(김문구, 2008). 이 가운데 방송통신 융합은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발전적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방송과 통신이 만나는 디지털 융합을 의미하며,

제시하고자 한다.

DMB와 IPTV가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방송과 통신이 상호 결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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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풍부한 콘텐츠가 통신의 양방향성과 결합

자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 강화, 방송 콘텐

해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

츠 이용의 다양성과 최신성 확보, 보다 친화적이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방송산업은 이

고 편리한 방송 이용, 방송과 통신의 다양한 결합

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다 다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제공되는 편익이 크게 강화

양하고 풍부하며 최신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어

된다.

연관된 산업 영역이 확대된다. 통신산업은 IP망을

방송과 통신 융합의 등장배경을 보다 상세하

활용해 산업 내 인프라와 고객을 기반으로 방송이

게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이용자 측면

나 콘텐츠 산업으로 직접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하

에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가치(내재적 가치와

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주어진다. 이용

외재적 가치)가 다차원적으로 발현되고, 방송과 통

▶ 자료 : 안치득, 2008.
<그림 1> | 디지털 융합의 전개

42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 특집편

특
집

1
편

2
편

3
편
▶ 자료 : 김문구(2008)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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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방송통신 융합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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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결합 수요가 확대되며, 재미와 즐거움을 추

역으로 확장하여 방송통신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즉 이용자

있다. 특히 BcN을 통해 유선과 무선이 모두 IP망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복합화되는 니즈가 방송

으로 흠결 없는 연결이 가능함에 따라, IP망을

통신 융합의 등장을 동인하고 있다. 이용자는 기

통해 방송과 통신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

존 방송산업에서 다양한 채널이 증가하고, 방송

방통융합의 기술적 측면에서 촉진요인이 되고

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콘텐츠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

있어 콘텐츠 측면에서 니즈가 지속적으로 확장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 모

는 동시에, 이러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두 성장 정체에 따른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필

단말 환경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요하게 되었다. 또 방송통신산업의 가치사슬 영역

있다. 일종의 유비쿼터스적인 콘텐츠 활용이 방통

이 모두 크게 확대되고, 경계 영역에 속해 있는 부

융합을 견인하고 있다.

분에 대한 비즈니스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측면에서는 컴퓨터,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네트워크 저장 및 전송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정부의 융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한다.

대용량의 방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저장, 전송,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전이나

합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유수

모바일 단말 부문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전개

국가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부문을 차세대 성장동

되고, 방송의 고도화 및 통신기술이 다른 산업 영

력으로 선정하고 기술표준 주도와 상용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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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확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

간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리나라는 지상파 DMB와 IPTV의 상용화에 성공

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고 다른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

하는 기존 사업자에게는 시장의 축소 내지는 경쟁

고 있으며, 차세대 글로벌 기술표준 주도를 위해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가 된다. 기존에는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방송이나 통신 영역에서만 경쟁을 했지만, 경쟁의

방송통신 융합의 특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범위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역량이 약하거

다음과 같다(김문구, 2008). 우선 방송통신 융합이

나, 콘텐츠 확보나 참여기업 간 제휴 능력이 부족

단지 방송이나 통신의 한정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하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것이 아니라 단말,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 등으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방송통신 융합의 의의

로 구성되는 방송과 통신의 가치사슬 전 영역에서

와 중요성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

동시 발생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기존

요한 점은 방송통신의 융합을 통해 시장성장이 정

방송과 통신에서 사업자 중심의 수익모델 구조를

체되어 있는 방송통신 시장의 회복과 투자의 동인

넘어 모든 참여자의 에코 시스템에서 상호작용을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산업

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전면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간 영역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사슬의 형성 등

있다.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은 기술중심적 관점을 넘

다음으로 융합을 통해 연관된 산업의 선순환

어 이용자 지향적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방송통신 융합은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 간 무한경

있다. 방송과 통신의 산업 내 포화되어 있는 시장

쟁과 제휴가 심화되고 있어 단순한 기술적 비교우

수요를 융합해 새로운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게

위로는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시장을 주도하는 것

된다. 또한 촉발된 시장수요의 선순환적 구조를

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익과 가치에

통해 보다 진화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기반한 서비스 개발과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개가

이 가능할 수 있다.

핵심관건이 되었다. 이용자의 내재적인 니즈와 표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융합이 지니는 의미는

현되는 수요에 적합한 방통융합만이 생존 또는 성

융합 패러다임에 적합한 산업과 비즈니스 혁신을

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존 네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트워크 지향적 설비 전개에서 서비스와 콘텐츠가

비즈니스 기회와 동시에 위험이 따르고 있다. 방

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할 수 있으며, 방

송과 통신이 만나는 융합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송이나 통신 사업자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개방

비즈니스 모델과 신규 시장의 창출이 가능해졌으

형 혁신구조로 비즈니스 변화를 유인할 수 있게

며, 이는 기존 경쟁구도의 커다란 변화를 가능하

된다.

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에게는 틈새시장
(Niche Market) 진출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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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모바일TV 전개 및
표준화 동향

DMB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 측
면에서는 이동통신 무선인터넷과 같은 이동환경
에서 데이터 서비스 이용 확대, PDA 또는 다양한
정보단말의 보급 확산 등으로 이동 중에도 방송

휴대단말과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동 중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 욕

에도 선명한 화질의 영상과 CD 수준의 음성을 제

구 증가가 근인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1990년

공하여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방송통신 융

대 후반을 기점으로 디지털방송 및 통신기술이 급

합의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바로 모바일TV

속하게 발전했으며, 디지털 컨버전스의 전개 과정

이다. 모바일TV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진

무선방송과 통신이 만나는 서비스로 휴대폰을 중

점이다(지경용·박종현 외, 2005).

심으로 모바일 단말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통신과

DMB는 방송통신 융합의 신성장동력으로 이

연결해 양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용자 편익 증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 주요 각국에서는 기술개

수익창출,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발과 표준 선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에서

다. 우선 DMB는 멀티미디어 및 방송에 대한 이용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바일TV 서비스로 지상

자의 지속적 수요 충족과 지상파TV, 위성방송의

파 DMB와 위성 DMB를 들 수 있으며, 해외에서

보완재로 이용자 편의성 확대, 손안의 TV 세상 구

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DVB-H, 미국의 퀄컴을 중

현을 통한 개인휴대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심으로 미디어FLO, 일본의 원세그, ISDB-T 방식

로 이용자 편익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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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DMB는 수익모델이 부진하지만, 향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다양한 이

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

용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를 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사업자의 차

해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

세대 신규 성장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기회 제

다(지경용·박종현 외, 2005). 즉 DMB는 실내를 비롯

공, 비즈니스 제공 범위와 수준 확대를 통한 새로

해 야외나 이동 시 TV·라디오·데이터 방송 서

운 산업 창출, 방통융합 및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존 방송의 시간적·공간적

의 조기 구현을 가져올 것이다.

한계를 극복하고 휴대폰·전용폰·PDA·노트

국민경제 측면에서 향후 서비스 활성화와 활

북·와이브로폰·PMP의 다양한 단말환경을 바

발한 해외 진출을 통해 DMB는 국내 IT산업의 신

탕으로 방송의 개인화를 실현하고, 영상·음성·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장비

데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와 CD나 DVD 이상의 고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전후방 산업 연관의 경

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에

제적 효과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서는 지상파 DMB와 위성 DMB 서비스가 제공되

것으로 전망된다(박종현, 2008).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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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위성 DMB로 구분이 된다. 지상파 DMB는

속도를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이다. 지상방송망을

12MHz의 대역폭을 기반으로 6.912Mbps의 전송

기반으로 현재 6개 이상의 사업자가 각각 3~6개

▶ 자료 : 지경용·박종현 외, 2005
<그림 3> | 지상파 DMB와 위성 DMB의 개념도

■ <표 1> 지상파 DMB와 위성 DMB의 비교
구분
네트워크

주파수

지상파 DMB

위성 DMB

지상망

위성망+보조지상망(Gap Filler)

대역폭 : 12MHz

대역폭 : 25MHz

- CH12 : 204~210MHz

- 2,630~2,655MHz

- CH8 : 180~186MHz
전송용량

6.912Mbps

7.68Mbps

커버리지

지역방송

위성을 통한 전국 방송

사업자당 : 3~6(전체 : 24~30개)

영상 : 14, 오디오 : 24, 데이터 : 3

광고 중심의 무료 서비스

콘텐츠 중심의 유료 서비스

가능(생방송 가능)

재송신 도입 추진

휴대용, 차량용

휴대용, 차량용

제공 채널 수
수익모델
공중파방송 재송신
단말기
사업자

장점
가입자(2008년)
매출(2008년)

공중파 사업자 : 3개
비공중파 사업자 : 3개
무료 요금
공중파방송 수신(실시간)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채널 및 커버리지

1,500만 명 이상

150만 명

월 10억 원 이하(적자)

연 1197.2억 원(적자)

▶ 자료 : 지경용·박종현 외(2005)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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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사업자 1개 : TU미디어

| 특집편

의 오디오, 영상, 데이터 방송을 휴대용과 차량용

비용지불 등으로 가입자 확보가 미비해 2008년

으로 제공하고 있다(전체적으로 24~30개 방송). 지상

말을 기준으로 가입자 규모가 150만 명 정도에 그

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광고수익을 위주

치고 있다. 매출액이 2007년 1,197억 2,000만 원

로 무료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 2008년 말 기

이었으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

준으로 1,500만 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DMB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기반을 보다 확충하고

으나 광고수익이 월 10억 원 이하로 나타나, 가입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서비스 생존의

자 기반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수익을 창출할 비즈

관건이다.

니스 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고 외에 수

모바일TV는 주요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

익성 악화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되고 있다. 모바일TV 표준 채택의 글로벌 현황을

모델을 찾아야 한다.

나타내면 <그림 4>, <표 2>와 같다. 현재 DVB-H

위성 DMB는 25MHz의 대역폭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이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으

7.68M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이

며, 국내 지상파 DMB는 글로벌 시장 확산을 위한

다. TU미디어 단독으로 위성을 기반으로 전국에

거점을 늘려나가고 있다. 지상파 DMB는 한국·

제공한다. 14개의 영상, 24개의 오디오, 3개의 데

캐나다·브라질·프랑스·독일·중국·인도네

이터 채널을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 제공

시아 등에서, DVB-H는 대부분의 유럽국가·호

이 가능하다. 현재 공중파 실시간 방송 불가, 유료

주·동남아시아·캐나다·미국 등에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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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문덕대, 2008.
<그림 4> | 모바일TV 글로벌 표준 채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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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주요 국가의 모바일TV 동향
국가

한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영국

기술 방식

지상파 DMB

One-Seg

DVB-H

지상파 DMB

DAB-IP

요금

무료

무료

3유로/일
5파운드/월

30유로/월

9.95유로/월

주파수

BANDⅢ

UHF

UHF

L-Band

BANDⅢ

채널 수

비디오 6개
오디오 13개

비디오 8개

비디오
10~20개

비디오 4개
오디오 1개

비디오
3~4개

이동통신사
참여

KTF, LGT
SKT

KDDI,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3 Italia, TIM,
Vodafone

Debitel
(MVNO)

Virgin Mobile
(MVNO)

▶ 자료 : 김성민·변상규, 2008.

FLO((MedioFLO)는 미국 등에서 상용화되거나 준비

될 처지에 있다.
미국에서는 2007년 버라이존(Verizon), 2008년

중이다.
일본에서는 지상파 DMB인 원세그(One-Seg)와

AT&T가 퀄컴의 미디어FLO를 제공했으나 서비스

위성 DMB인 모바호(MOBAHO!) 서비스가 제공된

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유럽은 노키아를

다. 원세그는 2007년 12월 휴대폰 가입자의 20%

중심으로 DVB-H와 유료 스트리밍 중심의 모바일

인 2,047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었으나,

TV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

위성 MDB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10만

로 전망된다.

명에 그치고 있으며, 2009년 내에 서비스가 중지

이 가운데 향후 가장 글로벌 표준경쟁이 치열

■ <표 3> 지상파 DMB와 DVB-H의 비교
구분
추진 과정
주파수 대역

특징
추진 주체

경쟁우위 요소

▶ 자료 : 김문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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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DVB-H

유럽의 DAB(디지털 라디오) + 비디오

유럽의 디지털TV인 DVB-T를 기반으로 발전

VHF (174~216MHz, 한국)
VHF (174~240MHz, 일부 유럽)
L밴드(1452~1490MHz, 독일)

UHF(470~890, 526~806, 470~862MHz 유럽)
L밴드(1675~1760MHz, 미국)

DTV의 이동 수신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
지상의 기지국 이용 전파 송신

DVB-T의 수신율 향상을 위해 개발된 기술

삼성, LG를 비롯한 국내 장비 제조업체

노키아에서 개발
유럽의 공식표준으로 지정

구현의 편리 : 적은 단계의 정보처리
넓은 커버리지 : 서울 1개 트랜스미터(Transmitter)
- DVB-H : 좁은 커버리지(파리 5개 트랜스미터)
* 제3세계 국가들은 인프라 비용이 적은 지상파
DMB를 통해 DTV 대체 가능

유럽 개방형 표준으로 글로벌 확산 가속화
전력소모에서 우수 : 시간 분할(Time Slicing)
기술을 채용
유럽에서는 이미 구축된 DVB-T 인프라 활용이
가능

| 특집편

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상파 DMB와 DVB-H를 비

신율 향상을 위해 개발된 기술로 노키아를 비롯해

교하면 <표 3>과 같다. 지상파 DMB는 유럽의 디

유럽의 메이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의

지털 라디오 기반기술인 DAB를 개선시킨 서비스

공식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다. 유럽 개방형 표준으

이며, 국가별로 VHF나 L밴드의 주파수 대역을 사

로 글로벌 확산이 가속화된다는 측면에서 경쟁우

용한다. 주로 디지털방송의 이동 수신율 단점을

위를 지니며, 시간 분할(Time Slicing) 기술을 채용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며, 지상의 기지국을

해 전력소모에서 우수하고, 유럽에서는 기존의 인

이용해 전파를 송신할 수 있다. 국내 삼성이나 LG

프라를 활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를 비롯해 국내 장비 제조업체가 주 개발업체이

국내 DMB 표준화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다. 경쟁우위 요소는 적은 단계의 정보처리가 가

DMB-AF로 집약된다. DMB-AF는 MPEG4 Part 12

능해 구현이 편리하며, 커버리지가 상대적으로 넓

ISO Base Media File Format에 기반한 DMB 콘텐

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인프

츠 전용 파일 포맷으로, 다양한 종류의 지상파

라 비용이 적게 들어 제3세계 국가들이 향후 디지

DMB 및 위성 DMB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표현하

털TV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효과적으로 저장 및 접근하며, 안전하게 보

유럽의 DVB-H는 유럽의 디지털TV인 DVB-T

호·유통하기 위한 기술들을 의미한다(김휘용 외,

를 기반으로 발전한 기술로, UHF나 L밴드의 주파

2008). 국내에서는 2006년 6월 DMB 콘텐츠 활성

수 대역을 활용한다. 이 기술은 기존 DVB-T의 수

화를 위한 파일 포맷 표준화를 검토했다. 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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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방통위(옛 정보통신부), 2007.
<그림 5> |차세대 지상파 DMB 구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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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해 KT, 한국정보통신대
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참여하여 2006년 10

제

3절

월 국내 기술규격 초안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이

IPTV 전개 및 표준
화 동향

후 2007년 10월 ISO/IEC 23000-9 표준안(FDIS)으
로 최종 승인되었다. 이 표준을 바탕으로 원하는

브로드밴드 방송을 의미하는 IPTV는 IP 기반

프로그램의 자동 저장 및 시청, 가상 프로그램 제

의 통신망(xDSL, FTTH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방

작, 대화형 홈쇼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비디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기술

향후 국내에서 지상파 DMB는 <그림 5>와 같

을 말한다. IPTV의 좁은 의미는 초고속 인터넷의

이 가용채널과 전송용량을 확대해 기존 지상파

부가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 영역을 PC에서 TV로

DMB의 2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

확장한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는 초고속 인터넷

스가 추진되고 있다. Advanced T-DMB로 명명된

망을 물리적인 방송매체로 활용해 방송채널을 적

차세대 지상파 DMB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극 수용한 서비스를 말한다. 개방형 IP망을 기반

화면 크기 확대가 가능하며, SD급 비디오 및 서라

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및 영상 데이터 전송기

운드형 오디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경쟁

술을 통해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프리미엄 콘텐츠

력이 크게 확충되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것으로

를 TV 수신기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IPTV이

전망된다.

다(이성휘, 2008).

DMB의 미래 추진 방향은 DMB 2.0으로 집약

IPTV 서비스의 특징은 기존 방송에 비해 양방

된다. 데이터방송 영역의 화면 전환(반 화면과 전체

향(Interactive) 서비스가 가능하다(박종현·백종현,

화면 간 전환), 통신 브라우징과 연동하는 기능, 단

2009).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비디오 서비스(VOD)

말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기능인

와 T커머스(T-Commerce) 구현이 쉬운 장점이 있다.

VM(Virtual Machine), 메신저 또는 VoIP와의 연동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 점대점(Point-to-

기능, IP와 직접 접속하는 기능 등으로 구성되는

Point) 전달 방식으로 개인화된 방송이 향후 개인

DMB 2.0을 통해 DMB는 기존 방송중심의 기능을

화된 TV 포털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IP를 기반으

벗어나 방송통신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

로 하는 서비스 간 결합 서비스가 용이하여 초고

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양방향으로 고객이 니즈

속 인터넷, VoIP와 결합해 TPS(Triple Play Service)

하는 콘텐츠 제공뿐만 아니라 대화형을 기반으로

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IPTV가 단지 방송 서비

쇼핑·광고·금융 서비스 등이 가능해지며, 이에

스를 제공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향후 다양한 디지

따라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

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전개가 가능함을 뜻한다.

다(윤남주·박상현, 2008).

특히 IPTV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바일TV나 기존 방송과
차별화된다. IPTV를 통해 주문형 비디오(VOD), 디
지털 영상 저장장치(DVR),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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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가능하며, 방송 시청자는 방송사가 편성해

츠 제작 편집, DRM 기술이 대표적이다. 플랫폼과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수용했던 과거

관련된 기술은 실시간 채널방송 서비스 제공과 관

방송에 비해, 앞으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

련된 시스템 기술, 운용관리용 시스템 기술이 대

송을 볼 수 있으며, 방송매체와 양방향이 가능해

표적이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은 유니캐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트·멀티캐스트와 관련된 기술이 대부분이며, 사

IPTV와 유사한 개념으로 웹TV, TV포털, 인터

용자 기기인 셋톱박스와 관련된 기술은 콘텐츠 복

넷TV, OTT(Over the Top) 등이 있으며, 이를 비교

호화 기술, UI 기술 등이 있다. 이들은 기술 진화

하면 <표 4>와 같다(이경남, 2008). IPTV는 다른 유

에 따라 빠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한 서비스에 비해 유선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IP

국내외에서 IPTV의 기술 고도화는 <그림 6>

망을 활용해 다양하고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기

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IPTV는 현재 기본적인 제

반으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을

공 단계에서 향후 개인화되고 맞춤형을 지향하는

지닌다.

서비스로 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대화형 서

IPTV의 기술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향후에는 가정이나

단말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구성 기술을 살펴보

모바일 환경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것

면 <표 5>와 같다. 콘텐츠와 관련된 기술은 콘텐

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 <표 4> IPTV와 유사한 서비스

편
구분

사업자

IPTV

웹TV

TV포털

디지털 케이블TV

KT, SK브로드밴드,

곰TV, 판도라TV,

소니, 애플,

CJ헬로비전,

LG데이콤(유선사업자)

유투브(전문포털)

365°
C, acTVila

C&M(케이블사)

(가전업체 등)
서비스
품질

Walled Garden,

인터넷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활용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 및 콘텐츠

동영상+TV방송

VoD

VoD 강화

QoS 보장

Best Effort

Best Effort

방송품질 보장

IP based Private/

IP based

IP based Public

RF based(+IP(VoD))

FTTH xDSL

Public/FTTH xDSL

Unicast

HFC

Unicast+Multicast

Unicast, P2P

TV+STB

PC

TV+STB

특징

유선 사업자 중심
케이블 경쟁 수단
기존 포털사와 제휴

TV 전문포털
틈새 공략

가전사 테스트베드 역할
홈미디어 주도 세력

유선사의 IPTV 대응으
로 케이블의 디지털화
진행

전략

방송 및 콘텐츠 조달
부가 서비스 강화

방송 서비스 강화
동영상 틈새시장

국내시장 실패
해외시장 정체

디지털 전환 유도
부가 서비스 개발

기본료+부가
서비스 이용료

콘텐츠 이용료

콘텐츠 이용료

기본료+부가 서비스
이용료

네트워크

단말기

수익모델

Broadcast+Unicast
TV+STB

▶ 자료 : 이경남, 2008의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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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IPTV 구성 기술
분야

구성 기술

콘텐츠

실시간 방송 콘텐츠, VoD 콘텐츠, 부가서비스 콘텐츠의 제작 편집, 변경 관련 기술
수신제한 시스템(CAS) 기술, 디지털 콘텐츠 권한관리(DRM) 기술

플랫폼

TV포털 서비스용 플랫폼
실시간 채널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인증 및 과금 등을 위한 운용관리용 시스템 기술

네트워크

사용자 기기

멀티캐스트 방식 기술 : 실시간 채널방송을 위한 기술
유니캐스트 방식 전송기술: VoD 등을 위한 기술
QoS(Quality of Service) 기술 : 전송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
이용자 단말을 위한 영상ㆍ음성 디코딩 및 복원 기술
암호화된 콘텐츠의 복호화 기술
단말의 미들웨어 및 EPG와 UI(User Interface) 기술

▶ 자료 : 이성휘, 2008.

▶ 자료 : Alcatel-lucent, 2008.
<그림 6> | IPTV 서비스 고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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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 발전을 토대로 IPTV는 IPTV 1.0

합, 상황인지 서비스가 디지털TV뿐만 아니라 개

을 넘어 IPTV 2.0을 지향하고 있다. 즉 IPTV 1.0이

인용 PC나 노트북으로 제공될 것이다. 또한 모바

IP-STB을 기반으로 한 거실TV형 유선방송 서비스

일 단말과 융합해 모바일 IPTV를 제공할 것으로

라면, IPTV 2.0은 All-IP 기반의 유무선이 통합된

예견된다. 모바일 IPTV는 모바일TV의 대표적인

거실TV형ㆍ이동TV형 유무선 방송 서비스를 의미

서비스로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용이 활성

한다. IPTV 2.0을 통해 개방화, 개인화, 서비스 융

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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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바일 IPTV는 향후 모바일TV의 대세를

7>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IPTV의 1세대는 VoD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IPTV는 고화

기반의 IPTV와 실시간 IPTV로 구성되며, 실시간

질·다채널·양방향성의 서비스 기능이 경쟁우

IPTV를 통해 IPTV 2.0을 지향한다. 이 IPTV는 모

위에 있으며, IP를 기반으로 유무선 통합과 VoIP

바일 단말과 융합해 모바일 IPTV로 진화하고 향

와 함께 TPS를 제공할 수 있어 다른 서비스보다

후 실감·고화질 IPTV, 유비쿼터스 IPTV의 제3세

월등한 시장 확산과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특히

대 IPTV로 전개될 것이다.

모바일 IPTV와 위성 DMB, 미디어FLO의 경쟁에

IPTV 서비스 가치사슬은 <그림 8>과 같이 구

서 다른 서비스가 특별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어

성된다. IPTV 가치사슬은 콘텐츠·장비·인프

렵기 때문에 서비스 성능이 월등한 모바일 IPTV

라·단말기 등으로 구성되며, 가치사슬 전반에 걸

의 우위가 예상된다. 모바일 IPTV와 지상파 DMB

쳐 참여자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해 향후 차세대

가 광고 기반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면, 두 서비

방송과 통신 서비스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는 상호보완적 측면이 강할 것이다. 차세대 이

<그림 8>의 IPTV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IPTV

동통신인 4G와 모바일 IPTV는 IMS를 기반으로

콘텐츠 공급자는 콘텐츠 제작 사업자, 지상파 사

상호 최적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

업자인 PP(프로그램 공급자),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

로 예견된다.

인 CP(Contents Provider)로 구성되며, IPTV의 성패

이상의 IPTV의 발전 전망을 도해하면 <그림

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PTV 장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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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안치득, 2008.
<그림 7> | IPTV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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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이성휘, 2008.
<그림 8> | IPTV 서비스 가치사슬의 구성

자와 IPTV 솔루션 사업자는 IPTV 플랫폼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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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며 서비스 구현을 담당한다. IP 인프라를 공급

서유럽 가운데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은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사업자는 통신 네

200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38만 9,000명을 확보

트워크를 통해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 세계 1위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이다. 향후

고객 확보, 서비스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자

서유럽·미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박종현, 2009).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프랑스텔레콤이나 텔레코

IPTV의 글로벌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시

니아(Teleconia),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com) 등

장에서 IPTV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급증

은 동유럽·남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 진출

하고 있다. 특히 서유럽의 통신 사업자는 초고속

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의 잘 구축된 인터넷망을 통해 새로운 수익

국내 IPTV는 2007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사업

모델로 IPTV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매

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가입

년 가입자와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글

자 규모가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2008년 말

로벌 유수 리서치 업체인 가트너(2008)에 의하면,

KT를 중심으로 방송 사업자와 협약해 실시간 방송

2012년 IPTV 시장 규모는 약 190억 달러로 2007

서비스를 제공하면 향후 가입자 규모가 크게 증가

년 대비 8배 증가하고, 가입자 수는 5,476만 명까

할 것이다.1) 그러나 사업자 경쟁 격화, 유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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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시장 확대의 제약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마련하고 디지털방송 표준규격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유용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콘텐츠 확보, 광

자 추진하고 있다.

고 외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이 숙제이다. 향후 국

국내에서 기술표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내 IPTV는 WiBro나 LTE의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TTA)에서, 기술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

통해 모바일 IPTV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IPTV 프로

IPTV 기술의 글로벌 표준은 <그림 9>와 같이

젝트그룹(PG219)이 신설되고 5개 실무반으로 구성

NGN(Next Generation Network)을 연구하는 ITU-T의

되어 단계별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IPTV의

SG13에서 주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의

표준화 추진 방향은 서비스 운용과 시스템 개발을

ETSI 산하에 차세대 IP 통신 서비스 표준인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TISPAN, 디지털 비디오 표준(DAB)에서 CM-IPTV,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IPTV 서비스 구조

TM-IPI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 미국은 ATIS 산하

및 시나리오, 수신기 규격, 모바일 IPTV, 보안

IPTV 호환성 포럼(IIF), 북미 DTV 방송표준(ATSC),

(Security), QoS/QoE 등 5개 분야를 추가 과제로 채

북미 케이블 DTV 표준(SCTE) 등에서 표준화안을

택해 국내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성휘, 2008).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부
록

▶ 자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8.
<그림 9> |IPTV 글로벌 표준 추진 체계

1) 국내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KT는 200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각각 80만 4,000명, 70만 명으로 세계 7, 8위에 링크되
어 있다(가트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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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국내 방송통신 융합
발전 전략

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
용자 만족을 최대한 제고하면서 제공하는 것이 요
망된다(박종현, 2009).
결국 지상파 DMB는 단지 방송 서비스의 확장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용자에게 유비쿼터스

I_ 이용자 가치 제고를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 융합 전개

형 방송을 통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가치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IPTV는 모바일 IPTV
나 IPTV 2.0을 통해 이용자의 상호대화형 니즈를

통신방송 융합에서 가장 중요하며 역점적으로

최대한 반영해 이용자 가치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추진되어야 할 부분은 기술에 대한 경도된 시각을
버리고 이용자의 가치 제고를 기반으로 융합을 전
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융합을
전개하면 시장이 협소하거나 틈새시장 외에는 서

Ⅱ_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
적인 표준화 대응

비스가 확산되기 어렵다. 많은 혁신 서비스가 시

56

장에 등장했지만, 이 가운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모바일 TV와 IPTV를 비롯해 방송통신 융합 부

시장에 안착해 성장을 지속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문에서 국내 기술과 서비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

않는다. 이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컨버전

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표준뿐만 아니라 글로

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적합한 마케팅

벌 표준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

전략을 펼쳐야 한다.

국내표준부터 글로벌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향하

이용자 가치는 크게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

며, 국내 업체나 기관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

치로 구분된다. 내재적 가치는 서비스에 대한 본

야 한다. 또한 글로벌 표준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

원적인 부분으로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이용자의

이나 권역에서 표준 선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

실질적 편익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개발

는 전략이 필요하다.

되어야 한다. 외재적 가치는 즐거움, 대인과의 커

특히 지상파 DMB는 유럽 방식인 DVB-H와 경

뮤니케이션과 같은 부분으로 서비스를 통한 이용

쟁관계에 있어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

자의 관계가 확장되고 이용성이 강화되는 방향으

들과의 협력이나 제휴가 매우 중요하다. 지상파

로 개발되어야 한다.

DMB가 지니는 경제성 부문을 최대한 부각해 중

일반적으로 가치는 가격 대비 품질 수준을 의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디지털TV 대안표준으로 접

미하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이용자

근하거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동

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통신 사업자와 전략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할인 및 요금 제도로 이용자의 부

또한 유럽에서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

적절할 것이다. IPTV는 국내가 강점을 지니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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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박스나 단말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WiBro
와 LTE를 통해 모바일 IPTV 표준을 선도하는 전

Ⅳ_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는 방
송통신 융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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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요망된다.
방송통신 융합은 기존 산업 영역을 와해시키
고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창출하는 일종의 불연속적

Ⅲ_ 방송통신 융합으로 글로벌 기술
개발을 선도

의 해체와 새로운 사업 영역의 창출은 기존 사업

방송통신 환경이 망 고도화ㆍ통합화ㆍ광대역

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계기가 된다.

화로 진전됨에 따라 융합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

특히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자나

어 있으며, All-IP화로 이행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

기업은 기존 경쟁 질서를 벗어나 수종산업의 수익

스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신규 방송

창출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고 있는 환경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에서 에코 시스템의 중
심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추종자보다는 주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

관자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와 단말

라, 글로벌적 현상과 추세로 발전해 전개되고 있

기, 인프라를 하나로 엮거나 제휴해 경쟁력을 창

다.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

출하는 비즈니스를 구성해야 한다(박종현, 2009). 이

개발을 선도하는 것이 국내 관련 에코 시스템의

를 위해 지상파 DMB나 IPTV 모두 사업자뿐만 아

경쟁력 강화에 핵심 관건이다. 특히 방송통신 융

니라 콘텐츠 공급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광고업

합 인프라가 유비쿼터스형 흠결없는 접속이 가능

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광고 외 다양한 수익

하고, QoS 및 안전이 보장되며, 적용적 자동 및

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요망된다

서비스 구축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
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적 접근이 타당
할 것이다(안치득, 2008).

편

혁신 내지는 와해성 혁신에 해당된다. 기존 영역

자에게 불안과 위험의 요인이 되지만, 역으로 새

통신 결합 및 융합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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