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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부품정보

IPTV 기술 및 시장 동향
1. 개 요
IPTV 는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의 약어로서, 협의로는 IP 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IP 및 혼합된 전달방식(IP+방송, DMB)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
어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IPTV 서비스는 차별화된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디지털
영상 서비스,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및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서비스이
다. 통신사업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영
상 콘텐츠(VoD), 인터넷 접속,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
게 된다.
IPTV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측면에서 기존의 통신서비스 기반 위에 영상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TPS(Triple Play Service: 단일 회선망을 통하여 데이터, 음성, 영상을 한꺼번에 묶어 동
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좁은 의
미에서는 Walled Garden, VoD 등 초고속 인터넷의 부가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영역을 PC 에서
TV 로 확장시킨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의 가입자 망 구간을 물리적인 방

(그림 1) IPTV 의 위치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IITA 정보서비스팀 문병주 팀장(☎ 042- 710-1380, email: bjmoon@iita.re.kr)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A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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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매체로 활용하여 A/V(Audio/Video) 형태의 방송채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OVUM 에서도 IPTV 를 IP 네트워크(예: xDSL, FTTH) 상에서 방송과 VoD 형태의
TV 및 비디오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단체인 ITU-T 에서는 “ IPTV
is defined as multimedia services such as television/video/audio/text/graphics/data delivered
over IP based networks managed to provide the required level of QoS/QoE, security,
interactivity and reliability.” 로 정의하고 있다. 명칭에 있어서도 OECD 에서 Broadband AudioVisual Service 또는 Internet Video, 미국에서는 IPTV, 영국은 Telco TV, 프랑스는 TV over
DSL, 일본과 홍콩은 Broadband TV 로 부르는 등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2. IPTV 등장배경 및 특징
IPTV 의 등장배경은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관점의 공급측 요인과 양방향성, 편리성 관점의
수요측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급측 요인으로는 첫째, 초고속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속도의 증가이다. 등장 초기만 해도 약 1Mbps 에 머물던 초고속 인터넷 속도
가 최근에는 VDSL(Very high bit-rate Digital Subscriber Line), 아파트 LAN 과 같은 다양한
기술방식에 의해 최대 100Mbps 에 이르면서 동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었다. HD 급 방송이나 VoD(Video on Demand)를 재생하기 위해 약 20Mbps 의
대역폭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VDSL 이나 LAN 방식의 초고속 인터넷도 일반방송뿐만
아니라 HD 급 방송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통신사업자들이 범위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IPTV
제공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들은 기존의 안정된 가입자 기반 위에 이미 투자된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방송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설비 활
용도를 제고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신사업자들이 방송시장
진입을 위한 무기로 IPTV 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은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케이
블방송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주었다. 그런데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VoIP
(Vocie over IP)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들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던 음성통신 시장에까지 진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역공격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성숙기 진입 및 경쟁 심화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
으로 IPTV 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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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케이블 TV 와 IPTV 비교
구분
사업 주체
서비스 지역
채널 수

케이블TV

IPTV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119 개)

기간통신 사업자(KT, 하나로텔레콤 등)

지역 단위(77 개 방송권역)

전국 단위(VDSL 이상 가능 지역)

TV 채널 50 개, 라디오 채널 20 개, 데이터 채널 15 개

TV 60~100 개 채널

서비스 형태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가능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가능

부가서비스

- VoD 서비스
- EPG 서비스
- 예약 및 SMS 서비스
- TV 쇼핑
- 홈뱅킹 서비스

- VoD 서비스
- EPG 서비스
- 메시징 서비스, VoIP, SMS
- TV 쇼핑
- 홈뱅킹 서비스
- 게임
- 웹 검색 서비스

* FTTH: Fiber-To-The-Home 의 약어로서, 가입자망(서비스 제공국~가정)을 광섬유로 구성한 네트워크를 의미함.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PON 과 AON 으로, 프로토콜에 따라 WDM-PON, GE-PON, G-PON 등으로 구분됨.
* EPG: Electronic Program Guide(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의 약어로서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조회, 예약 녹화를 할 수 있는 기
능을 의미함

소비자 측면에서는 첫째,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선택해서 보는 양방향 서비스에 익숙
하다는 점이 IPTV 의 출현을 앞당기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으며, 게임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에 몰입하고 있다. 방송의 경
우에도 소비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콘텐츠에 만족하지 않고, 원하는 방송을 원
하는 시간에 골라서 보는 것을 원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이 융합형 서비스의 편리성을 요구하
고 있다는 점도 IPTV 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위에 전화(VoIP)까지 한꺼번에
제공받고, 그 위에 방송까지 구현되는 IPTV 가 제공되면, 통합 빌링, 가격 할인, 원스탑 A/S 까
지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은 한층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IPTV 서비스는 IP 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양방향 서비스, 개인화, 번들 서비스가 가능하
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에 PC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기능이 통합된
서비스 개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VoD, EPG, T-Commerce, 방송프로그램 연동형 데
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과 방송기능이 모두 녹아 있는 융합 서비스이다. 초기에 제공되는
IPTV 서비스는 기존 방송의 실시간 전송서비스보다는 VoD 형태의 주문형 서비스로 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터넷과 TV 가 결합된 T-Commerce, T-Government, T-Learning 등의 추
가 기능이 제공되어 모든 TV 방송의 주도권이 방송사나 중계업자가 아닌 시청자 중심으로 전환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IPTV 서비스는 TV 기반의 SD/HD 의 디지털영상 서비스는 물론 T-인포메이션(뉴스,
날씨, 교통 등), T-엔터테인먼트(게임, 노래방, T-모바일 등), T-커머스(증권, 뱅킹, 쇼핑, 주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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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서비스 가능
양방향(Interactive) 서비스가 가능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비디오 서비스(VoD) 뿐만 아니라 T-Commerce 구현이 용이

IP 기반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가능

초고속 인터넷 망을 기본
인프라로 한 IP 기반 서비스

Point-to-Point 전달방식으로 개인화된 채널을 볼 수 있음
개인화된 TV 포털 등장
번들 서비스가 용이
초고속 인터넷, VoIP 과의 결합을 통해 번들 서비스가
용이해 TPS(Triple Play Service) 제공이 가능
번들 서비스를 통해 강력한 소비자 Lock-in 효과를 제공함

(그림 2) IPTV 서비스의 특성

달 등), T-커뮤니케이션(SMS, 메일, 메신저, 영상전화 등), T-러닝(영유아, 초등, 중고등, 어학
등) 등의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와 EPG, VoD, PPV, PVR 등의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구
성된다.
IPTV 는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서비스
를 위해서는 Content Provider, Content Aggregator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자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IPTV 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른 유사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콘텐

<자료>: OVUM, 2006.

(그림 3) IPTV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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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제공 사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Contents Aggregator 가 특정 고객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 형태로 가공하여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비스 제공자나 네트워크 운영자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각 단계별로 사업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최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운영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질,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및 ARPU 의 증대 등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타 플레이어들에 비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네트워크 운영자가
적절한 CA(Contents Aggregator)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3. IPTV 관련 기술 동향
IPTV 기술은 크게 헤드엔드, 네트워크, 단말기술로 나눌 수 있다. 헤드엔드 기술은 시스템
관련 기술로 방송 콘텐츠를 수신하고 분배하는 베이스밴드, 수신된 영상신호를 망의 효율에 맞
게 압축하고, 데이터 신호와 다중화한 후 암호화(스크램블링) 및 IP 패킷화하여 전송하는 압축다
중화 시스템, 실시간 채널에 대한 암호화 및 VoD 콘텐츠의 사전 암호화를 수행하여 시청 권한
을 제어하고 콘텐츠를 보호하는 수신제한 시스템, 각 시스템들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정보흐
름을 통합 관리하는 미디어 종합관리시스템, 영상신호의 송출 및 각종 양방향 부가서비스 구현
을 위한 데이터 방송 시스템, VoD 서비스를 위한 VoD 시스템, 정산 및 고객관리를 위한 프로비

<자료>: KT, 2006.

(그림 4) IPTV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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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닝 시스템 기술 등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에는 헤드엔드와 셋탑박스 간의 신뢰
성 있는 콘텐츠 전달을 위해 필요한 멀티캐스팅, QoS 기술 등이 있고, 단말 기술에는 가입자에
게 고화질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 코덱 기술과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들웨어 기술
이 필요하다.
IPTV 를 위한 네트워크 기술은 NGN(Next Generation Network) 구축의 영향으로 ADSL
에서 VDSL 에 걸친 xDSL 과 FTTx 에서 각각 진화하여 발전되고 있다. 광대역폭 확보를 위해
향후 FTTH(Fiber To The Home)와 같은 광통신 기반 가입자망으로 발전될 전망이지만, H.264
및 VC1 등의 고압축 코덱 기술 발전으로 xDSL 의 기술 활용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ADSL2+ 기술은 2003 년 1 월 G.992.5 로 ITU-T 에서 승인된 표준으로서 하향 20M, 상향
1Mbps 의 대역폭을 지니며, 잡음 누화를 감소시켜 현재 Triple/Quad Play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다. 또한, VDSL2 long 및 short 는 G.993.2 로 2005 년 ITU-T 에 비준되어 향후 멀티채널
및 HDTV 서비스를 이끌 기술이 될 전망이다.
기존 IP 또는 케이블망에서 제한된 대역폭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IPTV 의 서비스 품질
을 크게 향상시킨 동영상 압축 기술은 현재 VC1 과 MPEG4-Part10(H.264/AVC)이 대표적이다.
VC1 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자적 방식으로 SMPTE(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를 통해 표준 제정이 진행중인 반면, H.264/AVC 는 ITU-T 와 ISO/IEC JTC1 의 두
표준화 기구가 공동으로 JVT(Joint Video Team)를 결성하여 2003 년에 표준화되었다. VC1 은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Media9 을 방송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MS-TV2 및 MS-DRM 과
호환성이 우수하고 홈네트워킹에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나 로열티와 비표준에 따른 투명성 논란
이 있다. 반면 H.264/AVC 는 객체 기반 고품질 고압축 미디어 포맷의 오픈 소스로 기존
MPEG2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우수하다. H.264 의 전송표준과 압축률은 VC1 과 유사한 정
도로 MPEG2-TS, SD 1~2M, HD 5~7Mbps 를 나타내며, 국제 표준으로 국가 및 기업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양방향 데이터방송 기술은 독립형, 대화형 및 A/V 프로그램 연동형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미들웨어 기술이다. 이 기술은 크게 저작검증 기술, 송출기술, 응답기술로
나누어지며, 저작/검증 기술은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생성하는 것이며, 송출기술은 중앙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PSI/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Service
Information) 정보 및 데이터 인코딩된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 송출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응답
기술은 사용자 응답수신과 처리 및 해당 결과를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초기의 양
방향 데이터방송 미들웨어 기술은 Open TV, Canal+ Technology, Liberate 등 비교우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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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특정 회사 중심이었으나, 보다 많은 기업의 시장진출이 자유로워지고 데이터 방송 콘텐츠의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오픈 소스 기반의 국제표준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개방형 표준으로는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승인을 통해 유럽의 지상파, 케이블, 위성용 데이터방송 미들웨
어 표준으로 활성화된 DVB-MHP, 미국 ANSI 와 Cablelabs/SCTE(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에서 추진되어 케이블용 데이터방송 표준이 된 OCAP(Open Cable
Applications Platform), 미국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를 통해 추진
되어 현재 지상파/케이블용 데이터방송 미들웨어 표준이 된 ACAP(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등이 있다.
이외에, 일반 사용자 장치 주요 모듈에서의 관련 기술은 IP 망으로 전달되는 IPTV 서비스를
수신하는 통신 프로토콜 스택 기술,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킷 손실과 지연을 완충해
주는 스트리밍 기술,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 제어 및 복호화 기술, IPTV 서비
스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이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 브라우징 기술, 사용자
에게 멀티미디어 비디오 음성을 표현해 주는 AV 기술들이 있다.

4. IPTV 시장 동향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들이 DSL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HDTV 의 가격인하 및 보급 확대,
신규 매출원 확보를 위한 사업자들의 IPTV 시장 진출 확대를 이유로 전세계 IPTV 가입자 수,
매출, 장비 투자 규모가 모두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Informa Telecoms & Media 의 IPTV 시장에 대한 새로운 연구 보고는 주목할 만한데,
<표 2> 주요 시장조사가관의 IPTV 시장 전망
전망 기관
Gartner

전망 내용
세계 시장규모 2006 년 320 만 명, 2010 년 4,880 만 명(연평균증가율 72.8%)
2006 년과 2007 년 사이 가입자 증가는 2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

MRG

세계 시장규모 2005 년 370 만 명, 2009 년 3,690 만 명
매출규모 2005 년 8 억8,800 만 달러, 2009 년 99 억 달러

IDC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 2004 년 말 50 만 명, 2009 년 2,000 만 명
해마다 배 이상 가입자 수 증가 예상. 중국은 해마다 3 배씩 증가 예상

프로스트&설리번
In-Stat
디퓨전 그룹
Dittberner Association
알카텔
메리츠 증권

세계 시장규모 2007 년 6 월 이전, 시장 개화. 2010 년 10 배 성장 규모 예상
아태 지역 2011 년 3,900 만 명, 총 수익 81 억 달러
세계 시장규모 2007 년 890 만 명, 2010 년 3,780 만 명
세계 시장규모 2013 년 5,300 만 명
세계 시장규모 2005 년 260 만 명, 2010 년 1 억 명,
아태 지역 2005 년 90 만 명, 2010 년 1,650 만 명
세계 시장 규모 2009 년 5,300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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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Rest of the World
<자료>: MRG, 2006

(그림 5) Global IPTV Subscriber Forecast

IPTV 가입 가구수가 2011 년까지 3,600 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1 년에 전 세
계 TV 가구의 3.4%가 IPTV 가입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06 년 말까지 480 만
가구가 IPTV 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05 년의 250 만 가구의 거의 두

ROW: Rest of the World
<자료>: MRG, 2006

(그림 6) Global IPTV Service Revenue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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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PTV 서비스 제공자 수
지역
아시아

2005 년 3 월

2005 년 8 월

23

39

2006 년 2 월
46

유럽

49

58

87

북미

139

176

21

기타

12

14

24

총계

223

287

370

<자료>: MRG, 2006.

배가 되는 수준이며, 이는 유럽 주요 통신사들의 서비스 개시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05 년에 IPTV 가입비와 VoD 에서 약 10 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었으나, 2011 년에는 122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13 억 달러는 가입비, 10 억 달러는 VoD 수입이 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IPTV 서비스는 유럽과 일본을 시작으로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
아, 홍콩, 일본, 프랑스, 북미 등에서 IPTV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이탈리아의
Fastweb, 홍콩의 PCCW 가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업자로 손꼽힌다. 미국에서는 AT&T 와 몇몇
지역 전화회사들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단계인 반면, 유럽과 아시아의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실질
적인 IPTV 가입자 기반을 갖추고 있다.
가. 유럽
유럽 지역은 아시아나 북미권에 비해 PC 보급률이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대신 디
지털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높은 디지털 TV 보급률과 빠른 기술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홈 네트워크의 중심에 PC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TV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런 배경에서 유럽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여 TV 를 시청할
수 있는 IPTV 의 보급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유럽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에는 케이블, 위성, IPTV, 페이 DTT, 아날로그 지상
파 등이 있으며, 현재 케이블과 위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9 년까지 IPTV
가 급성장하여 유럽 유료 TV 시장의 9.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PTV 는 특히 프랑
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 년까지 이탈
리아의 경우 유료 TV 시장의 20%, 프랑스의 경우 17%, 스페인의 경우 1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유럽 IPTV 시장의 대표적 트렌드로 유선 사업자의 TPS 도입을 꼽을 수 있으며, 그 밖
에 유럽 IPTV 사업자들의 MS 플랫폼 채택, EU 의 방송통신간 수평적 규제 채택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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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VUM 2006.

(그림 7) 유럽의 IPTV 가입자 시장 전망

갈수록 위성, 케이블, 무선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선사업자의 생존 전
략은 TPS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IPTV 서비스 사업자들은 본래 오픈 소스 기반 플랫
폼을 채택하였으나 최근에는 MS 플랫폼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 는 네트워크와 서
비스, 콘텐츠에 따른 수평적 규제를 채택함으로써 케이블과 통신 사업자가 서로의 시장에 자유
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TV 서비스 시장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 아태 지역
전세계적으로 IPTV 에 대한 참여 러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태 지
역은 역내 각 국가들의 높은 브로드밴드 가입자율과 통신 규제 당국의 대대적 지원으로 IPTV
분야에서 오는 2010 년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
사기관인 In-Stat 은 그 동안 빠른 성장을 거듭해 온 아태 지역 통신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와
경기 둔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이윤 축소의 만회를 위한 부가가치 서비스로서 IPTV 서비스
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n-Stat 은 특히 IP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
본 지출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차이나텔레콤, 홍콩 PCCW, 중국 중화텔레콤같은 통신업
체들이 IPTV 출시를 발표하면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설비 개발, 가입자 측면에서 전세계적 혁
신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아태 지역은 높은 브로드밴드 가입자율과 ADSL, FTTH 등 브로드밴드 기반 설비, 한
국,일본, 홍콩, 대만 등과 같이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적 특성으로 IPTV 성공에 필요
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 유도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IPTV 를 중심으로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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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5~2010 년 미국 IPTV 가입가구 전망

(단위:천 가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AGR

IPTV 가입 가구

263

623

1,867

3,752

6,550

10,684

109.8%

TV 시청 가구 중
IPTV 점유율

0.2%

0.5%

1.6%

3.1%

5.3%

8.6%

<자료>: Gartner, 2006.

다. 미국
미국은 아직 IPTV 도입의 초기 단계이나 고품질의 동영상 콘텐츠와 인터넷 검색 기능의 결
합은 케이블이 강세인 미국 유료 TV 시장의 산업 모델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Gartner 에 의하면, 2005 년 26 만 3,000 가구였던 미국의 IPTV 시청 가구는 2006
년 3 배가 증가해 62 만 3,000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08 년에는 6 배가 성
장한 375 만 가구로 확대된 후, 2010 년에는 1,068 만 가구로 증가하면서 2005 년과 2010 년
사이 TV 시청 가구 중 IPTV 의 점유율이 0.2%에서 8.6%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
국 IPTV 서비스의 1,000 만 가구 돌파는 위성 방송이 가입자를 확보한 기간보다 휠씬 빠른 것
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미국은 2006 년 7 월 기존 CATV 시청 가구가 9,510 만 가구로 케이블이 강세인
시장으로, 케이블 사업자들과 후발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시
장은 소규모 지역 전화 사업자(SureWest, SaskTel, MTS, Aliant, Telus, BCE)들을 중심으로
FTTH/DSL 기반의 IPTV 가 제공되고 있으나, 거대 통신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적
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1996 년 통신법 개정으로 통신과 CATV 동시 제공이 가능해졌
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 허가가 용이해진 것도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참여에 이점
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2 위 통신사업자인 Verizon 은 일찍이 2005 년부터 FTTH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서 2005 년 9 월 텍사스 주 캘러에서 ‘Fios TV’라는 브랜드로 IPTV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2006 년 5 월 기준 캘러 지역의 IPTV 보급률은 24%로 집계되고 있다. Verizon 은 남부에서 동
부, 캘리포니아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2006 년 1/4 분기 기준 7 개 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1 위 케이블사업자인 Comcast 는 2006 년 3 월 CATV, 초고속 인터넷, 유선전화를 결합한
TPS(Triple Play Service)를 출시했고, TimeWarner Cable, Cox Communication 등 다른 케이
블 사업자들도 2006 년 시장에 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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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으로 가입자망의 광대역화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에 따른 고품질 IPTV 서비스도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는 2009 년까지 3,500 만
명 이상이, 국내는 250 만 명 전후의 가입자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통신사업자와
기존 유료 TV 사업자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들 간의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현재 세계 IPTV 시장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1 단계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가
서비스와 양방향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2 단계 국면과 통합과 양방향성이 급격히 개선되는 3 단
계 국면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좋은 VoD 콘텐츠 제공은
사업자들에게 있어 단지 기회비용일 뿐이며, 이후 본격적인 경쟁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는 차별
화된 서비스가 될 것이다. 차별화 요소는 양방향성, 통합, 개인화, 부가서비스 등이 핵심 키워드
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 넘어 글로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것으
로 여겨지는 IPTV 서비스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와 서비스 확보 등의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 네트워크 인프라와 셋탑박스 등의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통신ㆍ방송 융합제도
수립 등의 제도적인 측면, 지적재산권 이슈 및 표준화 문제에 대비할 표준화 측면 등의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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