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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1

<요 약>

Ⅰ.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통신서비스의 진화
최근 디지털기술의 진전, 네트워크의 융·복합화 등이 빠르게 이루
어지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이
실제 구현가능하게 되었음.
- 특히 이들 서비스들은 네트워크의 구축과 기술의 발전흐름상
에서 상용화가 가능하였지만,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하
는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필요성에 의해 시도되었다고
할 것임.
그러나 다양한 뉴미디어서비스들의 등장은 신규수요에 대한 여력
부족과 서비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그동안 국내산업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정
보통신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창출을 하지 못한다면, 관련 산업
발전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본 고에서는 DMB, 와이브로 등 현재 상용화된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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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롭게 등장할 뉴미디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Ⅱ. 통신·방송 융합 과정에서의 뉴미디어서비스
1. 뉴미디어서비스의 개념 및 중요성
최근에는 유·무선통신과 방송의 융·복합화 등이 본격 추구되면서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휴대인터넷, VoIP, IPTV 등과 같은 다양
한 뉴미디어서비스들이시장에 등장하였음.
- DMB는 디지털 방송 기술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음성 및 영상서
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통신과 방
송이 융합된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임.
- 휴대인터넷은 휴대형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
에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 다양한 정보와 콘
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함.
이들 뉴미디어서비스의 특징들을 보면, DMB는 기존의 고정된 방
송서비스에 통신서비스가 추구하는 이동성과 개인화라는 특징을
반영시킴으로써 DMB폰, PDA 등과 같은 단말기에서도 시청이 가
능하다는 특징을 지님.
- 반면, 휴대인터넷은 기존 통신서비스와의 차별적 요소는 많지

요 약 3

않지만, 유·무선통신의 통합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처럼 정보통신의 진화 흐름에서 나타나는 융·복합화의 결과로
등장한 뉴미디어서비스는 기술, 소비자 수요, 그리고 사업자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
- 기술적인 면에서 뉴미디어서비스의 상용화는 국내기술의 한 단
계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를 서비스
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
킬 수 있음.
- 또한 사업자에게도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수
익창출 모델이 될 수 있음.
2. 기술개발과 표준화 동향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과 휴대인터넷 등에 대한 기술은 각국의 기
술발전 방향에 따라 다양함.
-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으로는위성 DMB(일본, 한국)와 지상파
DMB(한국), DVB-H(유럽), MediaFLO(미국), ISDB-T(일
본) 등이 있음.
·특히 인터넷망과의 호환이 쉽고 저전력의 장점을 지닌 DVBH와 채널변경이 용이하고 저전력의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
는 MediaFLO는 향후 휴대방송서비스 시장에서 DMB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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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된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휴대인터넷에는 무선인터넷기술인 WiMAX, 휴대인터넷기술인
WiBro, i-Burst, Flash-OFDM, Ripwave, BroadAir 등이있음.
·WiMAX는 WiMAX Backhaul, Fixed WiMAX, Mobile
WiMAX 등으로 분류되어, Fixed, Portable, Mobile 서비스제
공이 모두 가능한 반면, 이동성을 강조한 WiBro는 Mobile
WiMAX와 유사한 기술이라고 할 것임.
기술개발과 함께 주요국들은 로열티를 받거나 세계시장에서의 주
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기술의 특허, 또는 국제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음.
-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관련 기술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주
도하는방식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의해표준화되고있음.
·특히 지상파 DMB의 전송기술 표준으로는 유럽의 Eureka147, 미국의 IBOC, 일본의ISDB-TSB 방식등이 활용됨.
- 휴대인터넷 관련 기술로는 WiMAX, WiBro 등이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업체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업체간 제휴, 또는 경쟁하
고 있음.
·현재 국제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기술들이 개발
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요 약 5

3. 서비스 추진 동향

(1) DMB : 통신·방송 융합에의 방송사업자 대응
방송에 이동성을 부여한 DMB는 통신사업자에게는 방송시장으로
의 진입을, 방송사업자에게는 통신시장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임.
우리나라의 위성 DMB는 2005년 1월부터 시범서비스가 시작되
었으며, 5월부터 비디오 12개, 오디오 24개의 채널에서 상용화되
었음.
- 새로운 DMB 서비스보다 기존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대한 소
비자의 이용의향이 높으나, 방송위원회에 의해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시장 확산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음.
지상파 DMB의 경우 2005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
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006년 6월 이후부터 권역별로 서비스
를 개시할 예정임.
- 그러나 무료서비스는 통신사업자에게는 수익을 주지 못하는 단
점으로 작용하며, 지하철 등의 음영지역에 기지국 등 인프라 구
축이 필요하나, 이에 수백억 원이 소요되어 사업자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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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이브로 : 유무선 통합에의 통신사업자 대응
유선통신망과 무선통신망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등장한 와이브로는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며 위협으로 나타남.
현재 KT, SK텔레콤 양사가 2006년 7월 초 서비스 사용화를 실시
하였음.
- KT는 자사의 핵심역량을 와이브로 사업에 집중하여, 유무선 통
합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통신
위주로전개되는통신시장에서기반을확보하고자함.
- SKT는 와이브로 망의 높은 전송효율과 낮은 전송원가를 바탕
으로 고속·대용량의 무선인터넷을 도심지 수요 밀집지역 중심
으로 제공할 계획임.

Ⅲ. 뉴미디어서비스의 시장 확산 가능성
1. 서비스 제공자 측면

(1)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여부
DMB나 와이브로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상용서비스가 시행되

요 약 7

었거나 준비되고 있음.
- 기존 서비스들도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시장의 기술흐름에 따
라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들 서비스간의 경쟁은 더욱 더 격화
될 것임.
- 그러나 뉴미디어서비스는 미디어전달이 중심으로 음성서비스
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2) 서비스 제공기반 확보 여부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2~3조 원의 투자가 예상되었던 PCS나 3세
대 등 이동통신서비스보다는 적지만, 뉴미디어서비스에서도 상당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지상파 DMB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이 없는 통
신사업자입장에서는 적극적인투자를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뉴미디어서비스의 시장 확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소비자의 부
담축소와 단말기의 융합화 추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
임.
- DMB는 시장상황과 수익모델이 빈약하여 보조금 지급이 어려
우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보조금 지급으로 DMB폰 보급
이 늘어나고 있음.
또한 DMB, 와이브로 등 뉴미디어서비스는 케이블TV, 무선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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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 등 기존의 미디어서비스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느냐가 시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 될 것임.
- DMB의 경우 방송을 포함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양
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와이브로는 뉴스, 생활, 교통 등의
정보를 습득하거나 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을 제공
받을 수 있음.

(3) 사업의 전략적 고려 여부
통신사업자가 주체인 위성 DMB나 와이브로의 경우 기존 서비스와
같이 정액제 등의 요금설정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함.
- 그러나 지상파 DMB는 서비스 자체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은 수익확보를 위한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음.
한편, 기존 서비스와의 연관성과 시장선점 가능성 및 향후 서비스
와의 연계가능성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적극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임.
- 유·무선통신의 결합인 와이브로를 유선통신사업자는 초고속인
터넷의 연장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의 연장으로 파악
하고 있어, 사업자간전략수립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음.

요 약 9

(4) 관련 법제도의 정비 여부
뉴미디어서비스는 기존의 통신과 방송이라는 독자적 영역개념을
붕괴시킴으로써, 해당 분야의 서비스와 사업자에 대한 적용 법령과
관할부처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제기구의 통합 등 통신·방송의 융합화에 따른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규제기구간 정책이념과 정책방향의 차이, 사업자간 이
해관계의 상충, 규제기구와 사업자 간 포획현상 등이 중첩적으
로 나타나면서 이해의 조정이나 의견의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2. 서비스 이용자 측면

(1) 서비스 요금 수준
서비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통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서
비스 요금의 적정성과 현재의 통신비 지출에 더하여 이용자들이 부
담할 수 있는 서비스 요금의 민감도가 수요확산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 수
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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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에의 선호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는 기술의 진전과 소비자 수요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과거 획일화, 표준화된 서비스에서 탈피
하여 이제는 점차 지능화, 개인화, 멀티미디어화된 서비스로 전환
하는 경향을 보임.
- 이와 함께 신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친숙 정도는 서비스의
성공을 좌우할 또 다른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음.

Ⅳ. 뉴미디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
1. 활성화를 위한 전제
다양한 뉴미디어서비스가 기존 서비스들과 경쟁하며, 시장에 성
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실제로 수요자를 유인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최소
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설정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요구됨.
- 또한 정보통신의 발전흐름상에서 추진주체가 뉴미디어서비스

요 약 11

뉴미디어서비스의 활성화 방향
합리적요금설정
기반

투자
및
마케팅
노력

단말기
보급확대

다양한콘텐츠제공
국제
표준화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사업자의전략적의지

정비

정부의정책적의지

기술의
발전흐름반영

주: 도입기에필요한과제

법ㅤ
제ㅤ 구축
도ㅤ
및
정ㅤ 법제도
비ㅤ

소비자의
수요변화반영

, 확장기에필요한과제

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실제 사업에 어느 정도 집
중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것임.
- 물론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들
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완도 필수적임.
2. 활성화 방향

(1) 사업자 측면
1) 기반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의 효율화
뉴미디어서비스를 계획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할 경우 4세대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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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연계가능한지는 물론 사전적 수요조사를
통해 소비자 의견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은 가치사슬의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단말기, 장비, 그리고 콘텐츠 등 산업 전반
에 걸친 제휴와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야 할 것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지국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됨.
-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는 수요에 기반한 단계별 망 전
개 전략, 기존 통신망의 활용을 통한 매몰비용 최소화, 사업자간
공동 망 구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단말기의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단말기 구매가격 제시를
통해 사용자의 기반을 확대시키는 것과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춘
멀티미디어 단말기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활용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임.
- 특히 단말기 수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단
말기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해 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이 초기 구매
조건에 의한 소비자의 수용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함.

요 약 13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
된, 그러면서도 해당 서비스에 기초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CP)들이 one-source, multiuse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한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도 설정도 필요함.
- 이를 위해 소비자의 가입 장벽을 최소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할인/감면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용패턴, 이용량등 소비
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상품 및 결합상품 등을 도
입할 수 있음.

(2) 정부 차원
1)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미국 등 선진국에서 계획되는 로드맵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이
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와 향후 개발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는 등 국내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필수적임.
- 또한 선진기업과의기술격차를단기간 내에축소시킬 수있는 선
진기업과의기술제휴나기술개발방향등전략모색이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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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공조와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해
외사업자에게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표준화 관련 각종
국제기구회의(ITU, ISO 등)는물론 아시아·태평양 전자통신표
준화기구 등 지역표준화기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표준화 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임.
또한 실제 서비스 추진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자 선정과 단말기
보조금 정책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경쟁을 유도하고, 유사한 기
능이 나타나는 서비스의 도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경
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2) 융·복합화 등에 따른 법·제도 정비
통신과 방송의 융·복합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패러다
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DMB, 와이브로 등 뉴미디어서비스가 제공되는 현 단계에서는
단기적 차원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뉴미디어서
비스에 대한 개념설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법제도 정비가 이루

요 약 15

어져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규제기구 개편이나 수평적 규제체계 등 새
로운 법제도의 도입이 향후 뉴미디어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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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통신서비스의 진화

1. 정보통신의 패러다임 변화：고도화의 요인
기술의 진전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 그리고 소비자 수요
의 변화는 과거와는 다른 경제, 사회, 산업구조를 형성하면서 각 경
제주체들에게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90년대 들어 디지털기술의 진전, 시장에의 경쟁도입 등을

<표 Ⅰ-1>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통신서비스

패러다임 패러다임변화의
변화요인
핵심요소

산업의패러다임변화방향

기 술

전송기술, 압축기
통신망구축비용하락
술 등의 디지털기
지능형서비스제공기능
술의진화

경계영역적서비스
출현 및 융·복합화
에 따른 서비스 고
도화추진

경 쟁

사업자간혁신
규제완화, 경쟁도 서비스요금하락
입, 글로벌화등
서비스질개선노력전개
경쟁사업자간수요자분산

사업자간 인수, 합
병 등을 통한 서비
스의 융합화 및 고
도화

수 요

멀티미디어 서비스 추구 개
정보통신에 친숙
인화, 고도화, 지능화 등으로
한세대등장등
수요변화

수요 패턴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의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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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변화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는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임.

(1) 첨단화되는 기술
최근 정보통신에 있어 초소형화/대형화, 광화, 고속/대용량화, 그리
고 인간화, 지능화 등은 물론 가입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기술 등
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동전화, 인터넷, 방송서비스 등의 기반서비스의 고도화는 서
비스간의 융·복합화를 가능하게 하여, 유선통신과무선통신, 통
신과 방송, 인터넷과 방송 등의 융합서비스 출현을 가속화시킬
것임.
유선 네트워크의 경우 광패킷 스위칭기술 기반의 수백 Gbps급의
광교환/라우터 기술개발, WDM기반의 수십 Tbps급 광전송 및 광
회선분배 기술개발, FTTH로의 가입자 망의 발전 등으로 네트워크
의 전광화(All Optical Network) 구현이전망됨.
- 특히 교환/라우터 기술은 현재 ATM 교환기 및 수십 Gbps급 라
우터 기술에서 2000년대 중반 수백 Gbps 기술로 발전하고 궁
극적으로 광 스위치 기술과 라우터 기술이 결합된 광 패킷 스위
치 라우터로 발전할 것임.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4세대의 초고속/멀티미디어 이동통신기
술 출현, 광대역 무선 액세스(B-WLL), 초고속 무선랜(LAN)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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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반으로 광대역 무선멀티미디어 시스템 구현과 동시에 광 유
선인터넷 망과의 연동을 통한 유ㆍ무선 통합망 구조가 완성될 것으
로 예상됨.
- 무선랜 기술은 현재 2.4GHz/2Mbps, 5GHz/10Mbps 기술이대
부분이지만 향후 고속 기술개발로 무선을 통한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결국 이러한 통신기술의 진전은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즉, 아날로그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신서비스에서는 음성정보
전달이 주류였으나, 통신망의 구축에 디지털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서비스는 음성은 물론, 화상, 영상 등 대량의 데이
<그림 Ⅰ-1>

정보통신 기술발전 추세
유선→무선중심
→유/무선통합화
통합화

Giga급→
Tera급
광전송FTTH

고속화
광대역화

유비쿼터스

융·복합화

망의융·복합화
→전화망, 인터넷망,
무선망, 방송망

지능화/ 인간화

음성/문자인식및
자동번역, 암호화
자료：이기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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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정보 전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정보통신서비스로 그 개념
이 확장되었음.
·이러한 기술의 진전은 유·무선통신의 통합화, 네트워크의
융·복합화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2) 격화되고 있는 경쟁
한동안 자연독점 산업이었던 통신산업은 90년대 중반 규제완화와
함께 경쟁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업영역에 다수의 신규사
업자가 진입하였고, 그결과 사업자간 경쟁체제가 구축되었음.
- 즉, 1990년대 말 시내전화에는 KT와 하나로통신, 국제전화에
는 KT, 데이콤, 온세통신, 별정통신사업자, 그리고 이동전화에
는 SKT, KTF, 한솔M.com, LGT 등이 각 시장에서 치열한 경
쟁을 하고 있었음.
- 이 가운데 이동전화사업의 경우 SKT를 제외한 4개 사업자가
시장진입에 따른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등과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현재는 SKT(신세기 합병),
KTF(한솔M.com 합병), 그리고 LGT 등 3개 사업자로 시장이
재편되었음.
이 과정에서 일반전화, 초고속가입자, 그리고 이동전화 등의 가입
자는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으며, 요금인하 등 치열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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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등으로 가입자당 매출액(Average Revenue Per User)은정
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향후 성
장엔진으로서의 새로운 분야 발굴에 주력하고 있음.

(3) 변화를 요하는 소비자 수요
정보통신서비스에서는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그리고 유·무
선통신의 융합으로 네트워크가 진화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경계
영역적인 서비스가 출현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제공받는 서비스의 형태도 단순 음성 위주에서 음성을 비롯하
여 데이터, 화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
고 있음.
특히 향후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할 세대의 경우 컴퓨터와 친밀하고,

<그림Ⅰ-2>

유선
58%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영역별 비중추이

음성

데이터

90%

10%

음성
유선
45%

100%

44%

56%

1998년
무선
42%

데이터

2005년
0%

무선
55%

7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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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저렴한 가
격으로 휴대가 간편한 새로운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
고 있음.
- SKT(2005의
) 자료를 보면, 소비자들은 음성뿐만 아니라 촬영,
음악, 게임, 동영상, 인터넷, 금융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멀티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아직은 서비스의 기능이나 종류보다 서비스 요금을 더 중요시
하는 소비자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른 한편 소비자들은 출·퇴근이나 이동 중의 시간을 활용하기를
원하며, 특히 이동 중인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
만의 공간에서 듣고 싶은 음악이나 보고 싶은 동영상을 마음대로
듣고 보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사회문화적 조류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Ⅰ-3>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추이
단위：%

30

25.8

27.6

20

17.9

10

7.6

8.1

6.4

7.6

0
촬영선호군 음악선호군 게임선호군 동영상선호군 인터넷선호군 금융선호군 기능무관심군
자료：SK Telecom(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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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보통신에 대한 소비자 수요변화는 멀티미디어성, 복합성,
그리고 이동성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신규서비스는 이동 중의 여가 활용은 물론 다양한 멀티
미디어 정보의 실시간 습득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
임.
- 특히 개인화와 멀티미디어화 추세는 한번에 모든 서비스를 제
공받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나하나의 기기로 모
든 기능을 제공하는 올인원(All-in-One) 단말기에 대한 요구
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촉진의 요인으로 작
용함.

2. 정보통신서비스의 새로운 트렌드：융·복합화
디지털기술의 진전과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따라 네트워크는 유선
통신망에서 무선통신망으로, 그리고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정
보를 제공하는 데이터통신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것임.
- 특히 디지털기술과 광대역기술, 양방향기술 등이 네트워크에
적용되면서 통신망이나 방송망 등의 고도화, 광대역화, 양방향
화가 진전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융합화 현
상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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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4>

디지털 컨버전스의 네 가지 진화 형태
방송·통신융합

미ㅤ
디ㅤ
어ㅤ
의ㅤ
통ㅤ
합ㅤ

Broadcast
& Cable

WebTV

Telephones
Telephony
Wireline

무ㅤ
선ㅤ
통ㅤ
합ㅤ

Digital TV/HDTV
Video
Conferencing

Information
Technology

유ㅤ

Satellite &
Terrestrial
Wireless

데이터·음성통합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 10).

이러한 네트워크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0년대 들어 정
보통신 분야에 주요한 이슈로 디지털 컨버전스가 부각되었음.1)
- 디지털 컨버전스는 음성·데이터의 통합서비스, 유·무선의 통합
서비스, 통신·방송의 융합서비스, 그리고 미디어의 통합서비스
등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1) 음성·데이터의 통합(Voice-Data Convergence)
최근 통신시장에서의 매출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이
동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서비스로 전환 중에
1)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과 수익원의 창출, 소비자에게는 더욱
편리하고통합된서비스의형태로나타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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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5>
18,000
16,000
14,000
12,000

기간통신서비스 음성·데이터통신 매출규모 추이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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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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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06).
자주：데이터통신은 SMS서비스와무선인터넷서비스를포함함.

있음.
- 통계청(2006) 자료에 의하면, 기간통신서비스에서 음성과 데
이터통신의 매출 추이는 음성통신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거나
하락하고 있는 반면, 데이터통신의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하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는 대표적 서비
스로 인터넷전화(VoIP)가 등장하였음.
- 인터넷전화는 패킷-교환망의 특성상 음성품질이 만족한 수준
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기존 국제전화에 비해 50~80% 정도 저
렴한 요금수준과 초고속인터넷 확산에 따른 기반확충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최근에는 통신망 구축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창

26

<그림 Ⅰ-6>

인터넷전화 개념도

①
IP Phone

IP Phone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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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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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PDA

⑤
Phone

Phone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8).

출을 위해서 IP망으로 통합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2) 유·무선의 통합(Fixed-Mobile Convergence)2)
90년대 중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소비자의 선호
가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은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빠르게 전
환되고 있음.
- 통계청(2006) 자료에 의하면, 기간통신서비스에서 유·무선통
신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유선통신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2) OVUM(1999)은 유·무선 통합을 사업자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범위의
경제를추구하는마케팅통합, 유선과무선서비스간의원활한연동을통해단절없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 유선과 무선 서비스가 동일한 인프라상에서 제공되는 네트워크
통합으로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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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에서 유·무선통신의 비중추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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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06).

무선통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0년 이후 무선통신이 유선
통신을 추월하였음.
이처럼 무선통신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선통신의 품질과 안정
성, 무선통신의 이동성과 편리성이 조화된 통합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무선 통합서비스로는 무선랜
을 들 수 있으며, 2006년 7월 시작된 와이브로도 이에 해당된다
고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무선 통합서비스는 신규시장을 창
출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와 함께 기존 시장의 치열
한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수단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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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3) 통신·방송의 융합(Telecom-Broadcasting Convergence)
2000년대 들어 기술의 진전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복합화가 가능
해지면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직·간접적으로 상대 영역에
진입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있음.
- 통신사업자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
하려는 의도에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제공
이나 DMC(Digital Multimedia Center) 구축사업에 진출하고
있음.
- 방송망의 디지털화, DMC 구축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경우도
기존의 일방향적 방송서비스에서 탈피한 초고속인터넷, VOD,
데이터방송, DMB 등을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광대역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방송, 맞춤형
방송, 콘텐츠 대화형 방송, 시청자 참여형 방송 등 다양한 융합형 서
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대표적인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로는 DMB를 들 수 있으며, 위
성 DMB는 2005년 5월, 지상파 DMB는 2005년 12월에 도입,
상용화되었음.
- 그러나 기존 사업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융합서비스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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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
소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4) 미디어의 통합(Media Convergence)
정보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데이터 전송이 부각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매출이 급격히 확대되었음.
- 통계청(2006) 자료에 의하면, 1998년 디지털 콘텐츠의 매출규
모는 137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1조 359억 원으로
연평균 39% 정도의 증가율로 빠르게 확대되었음.
이와 같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결합,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그
리고 통신과 방송의 융·복합화 등으로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하
면서, 이에 활용될 콘텐츠 역시 그 개념정의가 변화하고 있음.
<그림 Ⅰ-8>

디지털 콘텐츠의 매출추이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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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9>

미디어의 통합 서비스 개념
영화/음악
교 육
게임/오락
디지털미디어
출 판

금융/결제

- 과거 영상, 음악, 출판, 게임, 교육 등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콘
텐츠들이 디지털기술의 진전과 융·복합화된 서비스 체계에서
는 하나의 콘텐츠로 새롭게 통합되면서,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
고 있음.

3.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디지털기술의 진전,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음.
- 먼저 90년대 중반 규제완화와 시장에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다
수의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그 이후 조정과정을 거

Ⅰ.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통신서비스의 진화 31

쳐 KT, SKT 등에의한 경쟁체제가 형성되었음.
·특히 이동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장에서의 마
케팅전략이 강화되었고, 개인화, 편리화, 멀티미디어화 등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수요변화로 이동통신시장이 확대되었
음.
- 또한 기술의 진전과 소비자 수요변화 등 통신시장에서의 전반
적인 환경변화는 통신서비스를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그
리고 음성통신에서 데이터통신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그 결과 통신서비스는 유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단순 음성
전달 중심에서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화상 등 다양한 미디어
가 전달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진화하였음.
국내경제를 주도할 정도로 그동안 확산추세를 보였던 정보통신서비
스시장의환경은최근들어그리밝지만은않은상황임.
- 즉,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보급률이 70%를 넘어서면
서, 기존의 가입자 유지와 타 사업자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
이 격화되었고, 또 이러한 경쟁의 결과 요금인하나 불법적인 단
말기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업자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이 줄어들고 있음.
-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ARPU 개선이 절실
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음성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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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디지털기술의 진전, 네트워크의 융·복합화 등이 빠르게 이
루어지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
이 실제 구현가능하게 되었음.
- 이러한 서비스들로는 무선인터넷, 원폰서비스, VoIP, 무선랜등
을 들 수 있을 것임.
·물론 시장에 도입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수요
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음. 무선인터넷의 경우 이동통신의 부가
적 서비스 개념으로 가입자를 확보하였지만, 무선랜, VoIP, 원
폰서비스 등의 경우 아직까지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다시 말해 이렇게 등장한 서비스들은 네트워크의 구축과 기술의 발
전흐름상에서 상용화가 가능하였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
익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필요성에 의
해서도 시도되었다고 할 것임.
- 즉,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인 VoIP, 유·무선 통신의 결합인 무선
랜, 와이브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인 DMB, T-commerce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서비스들이등장하였음.
그러나 다양한 뉴미디어서비스들의 등장은 신규수요에 대한 여력
부족과 서비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에 고착화되어 있고, 전체 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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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통신비 지출 비율도 높은 상태여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욕구가 크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융·복합화되고 있는 서비스 흐름에서 뉴미디어서비스들이
상당부분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면서, 서비스간의경쟁이 치열해
져 모든 서비스들이시장에서 생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그동안 국내산업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정보
통신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관련 산업 발전에
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본 고에서는 DMB, 와이브로 등 현재 상용화된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에
도 새롭게 등장할 뉴미디어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과
제를 도출하고자 함.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룰 것임.
- Ⅱ장에서는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와 기술개발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Ⅲ장에서는 뉴
미디어서비스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도록 함.
- 그리고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뉴미디어서비스가 가진 특성과
시장수요 환경변화 등을 근거로 하여, 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따
라 보다 다양화될 뉴미디어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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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 즉 지속적인 기술의 진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융·복합화 과정에서의 사업
자들의 생존전략 등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진화 모습
을 살펴보았음.
여기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복합화 과정에서 등장한 뉴미디어서
비스의 개념 정의와 특징을 보고, 서비스의 추진현황을 살펴볼 것
임.

1. 뉴미디어서비스의 개념 및 중요성

(1) 개념정의 및 영역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뉴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의 진전에 따라 과거 독립적으로 기능하던 신문, 출판, 방송, 통신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디지털화하여 복합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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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 수요 변화로 인해 미디어의 뉴미
디어화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었고, 기술의 진전으로 초고속인터
넷서비스, VOD, 무선랜등의 서비스들이 제공되었음.
- 최근에는 유·무선통신과 방송의 융·복합화 등이 본격 추구되면
서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휴대인터넷, VoIP, IPTV 등과같은
다양한 뉴미디어서비스들이시장에 등장하였음.
- 여기에서는 이러한 뉴미디어서비스 중 국내에서 서비스가 시작
된 위성 DMB, 지상파 DMB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과 휴대
인터넷인 와이브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는 디지털 방송 기술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음성 및 영상서비
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임.
- 방송위원회에서는“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
식의 멀티미디어방송”
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방송서비스의 개념이‘듣는 방송’
에서
‘보고 듣는 멀
티미디어방송’
으로 변화, 확대되었음.
DMB는 전송 매체에 따라 지상송신탑을 통해 초단파인 VHF 12
번 채널과 8번 채널을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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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DMB(Terrestrial DMB)와 위성과 지상의 중계기(Gap
filler)3)를 활용하는 위성 DMB(Satellite DMB)로 구분됨.
- 위성 DMB는 지상의 방송센터에서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성 주파수(Ku밴드, 12~13GHz)를 통해 위성으로 쏘아 올려
DMB용으로 할당된 지상파 주파수 S밴드(2.630~2.655GHz)
를 통해 지상의 휴대폰 또는 개인정보단말기(PDA) 형태의 단
말기에 뿌려주는 것임.
- 지상파 DMB는‘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를 통하여,‘이동 수신
성능이 탁월한 내 손안의 디지털 TV’를 실현하며,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도될 플랫폼으로 여겨짐.

<그림 Ⅱ-1>

DMB 서비스 개념도

DMB 위성

DMB 방송센터

Gap Filler

지상파DMB 송신탑

3) Gap Filler는위성으로부터서비스를직접수신하기어려운음영지역에서도수신이가능하도록
방송신호를중계해주는지상중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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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DMB는 고화질 방송의 휴대 이동 수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방송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편리한 시청/
청취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이용자 측면에서는 고화질의 음성과 동영상, 데이터의 이동 중
수신이 가능한 서비스로서 라디오, 흑백 TV, 컬러 TV로 발전해
온 방송에 휴대 이동수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킬러 서비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자 측면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고유영역간 경계를 허무는
이종산업간 연계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통신·방송 융합
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DMB의 서비스 영역으로는 방송이 기반이 되며, 기술의 진전에 따
라 이동통신의 부분이 추가되어 통·방 융합이 이루어진 형태라고
할 것임.
- 특히 방송영역은 TV방송과 라디오방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
존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과 영역경쟁을 할 것
임.
- 이에 따라 DMB 사업자들은 TV 채널의 영상서비스는 시청자들
을 유인하는‘퍼스트 모티브 전략’
을, 오디오 채널의 음악과 정
보는 시청자들을 고정시키는‘파이널 모티브 전략’
을 계획, 수
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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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DMB의 서비스 영역
Content

Platform
Fixed Type

Free
TV
Broadcasting

Independent
Production

Portable Type

Terrestrial TV
Cable Cable TV
SO/RO
Relay

Paid

PP

Skylife

Personalized Type

Terrestrial
DMB(TV)

Satellite DMB
Skylife IMAP+

Broadband
Radio
BroadCasting

Free

Terrestrial Radio
PP

Paid

Skylife,
Music Wire Broadcast

Terrestrial DMB(Radio)

Internet Music Station
Mobile
Telecom

Paid

PP

june/fimm

자료：J.S.Lee(2005. 4).

2) 휴대인터넷
휴대인터넷은 휴대형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함.
- 셀간 핸드오버를 지원하여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인터넷에 접
속하며, 노트북 PC에서 휴대형 컴퓨팅 단말에 이르기까지 초고
속인터넷과 동일한 접속환경을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서비스로
평가될 수 있음.
이러한 휴대인터넷은 중·저속 환경에서 최대 50Mbps의 데이터 전
송이 가능한 초고속 휴대용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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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즉, 빠른 대역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의
특성과 이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무선인터넷의 기술적 장점을
가진 휴대인터넷은 차세대 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하나의 진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음.4)
- 그 결과 휴대인터넷은 전송속도, 이동성, 셀 반경 등의 측면에서
이동통신의 무선인터넷과 무선랜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것으
로 평가됨.
- 이러한 중복되는 서비스 영역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
성을 강조해야 하는 사업자 전략이 향후 시장전개에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할 것임.
<그림 Ⅱ-3>

휴대인터넷 서비스 개념도
중계기
(Router)

WiBro

KORNET

HA

인증서버/포털
/DHCP

4) 이동통신무선인터넷에비해전송속도를높여주는반면이동성이떨어지며, 유선초고속인터넷
또는무선랜에비해높은이동성을제공하지만전송속도는떨어지는서비스의영역을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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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휴대인터넷 서비스 영역
음성

시내, 시외, 국제전화

이동전화

유선

이동통신무선인터넷
유선초고속인터넷

무

휴대인터넷

무선
전송속도

선
랜

데이터

이동성

자료：최흥식(2006).

(2) 뉴미디어서비스의 특징
최근 소비자 수요의 확산과 디지털기술의 진전에 따른 융·복합화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시장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음.
- 특히 새롭게 등장한 뉴미디어서비스는 기존 통신서비스에서 보
이던특징이외에다른특징적요소들을가지고있음.
먼저, IPTV, DMB, 휴대인터넷 등과 같이 융·복합화된 개념의 뉴
미디어서비스들의 출현은 서비스 영역을 확대시켰음.
- 즉, 과거 음성통신에 한정되어 있던 통신서비스는 컴퓨터기술,
방송기술 등과 융합되어 문자나 화상은 물론 동영상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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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까지 서비스 영역을 급격히 확대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컴퓨터, 통신, 방송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서로 다른
영역간의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법제도의 개편이 진행되
고 있음.
새롭게 등장한 뉴미디어서비스들은 기존 서비스들 또는 여타의 뉴
미디어서비스들과 서로 공존하거나,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이는 결국 과거 자연독점시장으로 인식되었던 통신서비스가 디
지털기술의 진전 등으로 인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들은 물론 기존의 사업자들도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책정 등에서 다른 서비스
와의 차별적인 경쟁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뉴미디어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지는 바로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공하느냐가 관건일 정도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특히 콘텐츠는 정보재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5)의 특성을 가진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며, 재생산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수정이나 보완이 매우 편리하다는 등의 특징도 가지고 있음.

5) 비경합성은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않은 사람이라도 해당재화를 소비하지못하게할
수없다는것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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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과 휴대
인터넷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먼저, DMB는 기존의 고정된 방송서비스에 통신서비스가 추구
하는 이동성과 개인화라는 특징을 반영시킴으로써 DMB폰,
PDA 등과 같은 단말기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님.
- 특히 DMB는 이용자의 편익을 강화하는 개인화된 멀티미디어
방송매체로서의 특성을 지님.
·이를 통해 개인의 편의성이 증진되며 이동성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지원함.
- 또한 기존 방송은 일방향으로 一對多(One to Many)의 형태였
으나, DMB는 휴대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을 상향채널(return
channel로
)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를 통해 통·방 융합 환경에서 상거래, 주문형 서비스, 텔레
매틱스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기도 함.
반면, 휴대인터넷은 기존 통신서비스와의 차별적 요소는 많지 않지
만, 유·무선통신의 통합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다만, 확대되는 무선데이터의 진화과정에서 전송속도와 이동성
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최근의 기술적 흐름이기에, 휴대
인터넷 역시 기술진화 정도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 영역이
다를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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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서비스 특징 비교
지상파
DMB

위성
DMB

위성방송

케이블
TV

휴대
인터넷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요금

▵

×

서비스 품질

▵

▵

콘텐츠 다양성

▵

서비스 속도

▵

상호 작용성

▵

▵
▵

이동성

×

×

×

×

커버리지
단말기 소형화

▵
▵

▵

▵

자료：이군섭, 이동학외(2004. 7).
자주： , , ▵, ×는비교우선순서임.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예상되는 뉴미디어서비스의 특징들을 비
교해 보면, <표 Ⅱ-1>과 같음.
- 지상파 DMB는 서비스 품질, 서비스 속도, 서비스 요금, 이동성
등에서 유사서비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콘텐
츠의 다양성이나 커버리지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남.
- 휴대인터넷의 경우 서비스 요금, 서비스 품질, 콘텐츠 다양성,
서비스 속도, 상호 작용성, 이동성에서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커
버리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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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미디어서비스의 중요성
융·복합화의 결과로 등장한 뉴미디어서비스는 기술, 소비자 수요,
그리고 사업자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먼저, 기술적인 면에서 뉴미디어서비스의 상용화는 국내기술의 한
단계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임.
- 물론 2세대 이동통신에서 3세대 이동통신으로, 3세대 이동통
신에서 4세대 이동통신으로 진화하는 정보통신의 기본 흐름에
서는 벗어나 있지만, 이들 뉴미디어서비스는 4세대에서 구현될
서비스의 일부로서 관련 기술이 4세대에 반영될 여지가 매우
많음.
- 즉, 상용화를 통해 축적될 우리의 뉴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시킨다면, 정보통신의 진화에 우리도 일
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 즉, 이동통신이 이동성과 개인화라는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켰
다면, 이들 뉴미디어서비스는 이동성과 개인화를 기본으로 하
면서도 데이터, 영상 등 보다 다양화된 멀티미디어를 빠르게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마지막으로 사업자에게는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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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 모델이 될 수 있음.
- 물론 뉴미디어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기 어렵고, 또
다양한 경쟁서비스의 출현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자
는 현재 시장에서의 위치와 향후 시장의 흐름에 따른 전략이 필
요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화된 소비자 수요와 격화된 경쟁 등으로
줄어든 ARPU를 개선시킬 수 있는 뉴미디어서비스는 사업자
의 입장에서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의
기술적 흐름에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2. 기술개발과 표준화 동향

(1) 기술개발 추이
1)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이동환경에서 비디오, 오디오, 각종 고급 데이터 등을 서비스할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으로는 위성 DMB(일본, 한국)와 지상
파 DMB(한국), DVB-H(유럽), MediaFLO(미국), ISDB-T(일
본)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위성 DMB는 위성중계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수
신기가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위성방송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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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방송에 해당함.
- 특히 인터넷망과의 호환이 쉽고 저전력의 장점을 지닌 DVB-H
와 채널변경이 용이하고 저전력의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MediaFLO는 향후 휴대방송서비스 시장에서 DMB 이후의 진보
된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위성 DMB는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목표로 ITU-R
BO.1130-4에 규정되어 있는 DAB 규격 중 일본방식인 시스템 E6)
방식을 도입하고, 여기에 동영상 송출을 위한 규격을 포함시킨 새
로운 개념의 서비스임.
- 전송방식으로는 이동전화에서 전송방식으로 사용 중인 코드분
할 다중화(Code Division Multiplexing)를채택하고 있어 휴대
폰과의 기술적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발되었음.
- 오디오 압축방식으로는 MPEG-2 AAC, 비디오 압축방식으로
는 MPEG-4 AVC, 다중화 방식으로는 MPEG-2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형태를 보면, 고속수신, 저속 이동수신 등의 휴
대수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정수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음.
한편, 지상파 방송 관련 기술인 지상파 DMB, DVB-H, MediaFLO,
ISDB-T 등을비교하면, 다음과같음.
6) 시스템E는위성과상호보완적인지상파Gap Filler, 즉on channel repeater를통해이동, 휴대,
그리고 고정 수신기에 대해서 고품질 오디오, 비디오와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고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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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효율 측면에서는 DVB-H가 앞서는 반면, 수신 성능과 품
질, 구축비용 등에서는 지상파 DMB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상용화 측면에서는 지상파 DMB가 DVB-H와 MediaFLO보다
우위에 있고, 적은 출력으로도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기
존 DAB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지상파 DMB는 유럽의 DAB 전송방식인 Eureka-147
에 기본을
두고 있음.7)
<그림 Ⅱ-5>

DVB-H 시스템 개념도
Mobile Operator
ISP

Core

UMTS
Base station

UHF/VHF
DVB-T
방송사업자
IP
Backbone

단말기
Mux

DVB-H
방송사업자
DVB-H 송신기
Broadcast operator
자료：전자부품연구원(2004).

7) 지상파 DMB는 위성 DMB와 이름이 유사하지만, 전송매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front-end)에서는 전혀 다른 전송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디어압축 및 비트스트림
다중화와같은백엔드(back-end에서는유사한부분이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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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유럽의 DAB 스트림모드 데이터채널을 통해 비디오 서비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MPEG-2 TS(Transport Stream)를사
용하고, 그 상위계층에 멀티미디어 압축기술인 H.264 비디오
부호화 및 BSAC 오디오부호화 기술을 적용하였음.
- 따라서 지상파 DMB는 유럽의 DAB 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기능
에 안정적인 비디오 서비스 제공기능도 갖추게 되었음.
유럽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스템인 DVB-T가 자체 배터리와 싱
글 안테나의 휴대수신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노키아는 DVB-T를
휴대이동수신에 맞게 DVB-H를 새로운 기술로 개발하였음.
- 이는 VHF 대역 및 UHF 대역도 사용가능하며 방송과 통신(데
이터 전송) 모델의 융합된 방식으로 정보를 패킷 단위로 쪼개
보내는‘IP방식’시스템으로,‘시분할 다중화(time slicing
multiplexing방식’
) 을 활용하여 휴대폰의 전력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음.8)
- 그러나 DVB-H는 주파수 자원의 부족과 기존 DAB 주파수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퀄컴이 제시한 이동휴대방송 시스템인 MediaFLO는 휴대폰을 통
해 동영상이나 음악 등 콘텐츠를 실시간 방송 또는 축적형 방송으
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임.

8) 참고로 시분할 기술은 전송로의 용량을 일정한 타임슬롯(time slot)으로 쪼갠 뒤, 각 타임
슬롯에패킷화된방송신호를보내는다중화방식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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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Media FLO 시스템 개념도
3

Content
Provider

Multimedia
Content

4
Content
Provider

Distribution
System

Future
Multicast
Networks

MediaFLO
Device

1xEV-DO
Unicast

5
1

1xEV-DO
Multicast

2

자료：전자부품연구원(2004).

- 즉, 이동통신기지국 등 기존의 기설을 활용한 비용절감, CDMA
나 WCDMA와의 유리한 부가서비스 창출, cdma2000 1x EVDO망간 결합을 통한 안정된 멀티미디어서비스 등이 가능함.
- 시스템은 일종의 물리 계층에 관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MCDS
(MediaFLO Content Distribution System)와퀄컴이 새롭게 제
시한 휴대폰의 멀티캐스트를 위한 전송기술인 FLO(Forward
Link Only) 두가지로 구성됨.
2) 휴대인터넷
휴대인터넷에는 무선인터넷기술인 WiMAX, 휴대인터넷기술인
WiBro, i-Burst, Flash-OFDM, Ripwave, BroadAir 등이있음.
- 이 가운데 WiMAX는 WiMAX Backhaul, Fixed W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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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iMAX 등으로분류되어, Fixed, Portable, Mobile 서비
스 제공이 모두 가능한 반면, 이동성을 강조한 WiBro는 Mobile
WiMAX와 유사한 기술이라고 할 것임.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9)
IEEE802.16 표준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단체 이름으로
시작된 WiMAX는 인텔이 주도하는 고정무선 서비스 기술로서, 무
선네트워크 기술인 Wi-Fi(IEEE802.11a/b/보다
g) 그 기능 및 범
위를 확장한 개념임.
- 즉, Wi-Fi가 Hot-Spo을
t 중심으로 한 옥내서비스로 규정된다
면, WiMAX는광역/옥외서비스용기술로특징지을수있음.
- 2005년 현재 인텔, 시스코, 루슨트, 지멘스 등의 업체들이
WiMAX 포럼의회원사로 가입하고 있음.
고속인터넷 접속을 무선으로 가능하게 하는 WiMAX는 기존 DSL
및 케이블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정도의 속도와 이동성을 보장
함.
- 또한 서비스 QoS 보장에 장점을 가지고, 이상적인 환경에서 최
대 50Km의 커버리지와 최대 70M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며,
소형노트북이나 휴대 단말 등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를 모두 구
현할 수 있음.
9) WiMAX는 IEEE802.16규격에 기반한 광대역 무선접속(Broadband Wireless Access)
시스템의시장활성화를위해서제조업체, 서비스업체들이만든포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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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WiMAX는 휴대인터넷 기술이라기보다 무선랜을 확장한 진
보된 무선인터넷기술이라 볼 수 있으나, 이동시 인터넷접속을 가능
하게 한다는 점에서 와이브로의 강력한 경쟁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WiBro(Wireless Broadband)
와이브로는 무선접속시스템 규격으로 개발된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를활용한 국내 휴대인터넷의 서비스 명칭임.
Hpi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개발된 2.3GHz 대역의
10MHz의 대역폭을 사용한 TDD 방식의 광대역 무선전송 기술로,
중저속환경에서최대50Mbps의데이터전송이가능함.

<표 Ⅱ-2>

와이브로 주요 시스템 파라미터 및 필수 요구사항
항 목

파라
미터

요구
사항

다중화방식

방식또는값
TDD

다중접속방식

DFDMA

채널대역폭

10MHz

가입자당전송속도

상향최소: 128kbps, 하향최소: 512kbps
상향최대: 1Mbps, 하향최대: 3Mbps

주파수재사용계수

1

주파수효율
핸드오프
이동성
서비스커버리지

최대: Downlink/Uplink : 6/2
평균: Downlink/Uplink : (2/1)
기지국 내 셀간 핸드오프, 기지국간 핸드오프, 주파
수간핸드오프: 150ms 이하
최대 60km/h
Macro(1km), Micro(400m), Pico(100m)

자료：홍대형, 강충구, 조용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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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핸드오프를 지원하여 끊김 없이 셀간 이동성을 보장하고,
휴대형 단말기에 IP를 동적 또는 정적으로 할당 가능하며, IP 기
반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상/하향 비대칭 전송 특성을 나타냄.
효과적인 와이브로 제공을 위해 시스템 파라미터 및 필수 요구사항
으로는 다중화 방식, 다중접속방식, 채널 대역폭, 가입자당 전송속
도, 주파수 재사용계수 및 주파수 효율 등을 들 수 있음.
기타 경쟁기술
WiMAX나 WiBro 기술 이외에도 ArrayComm사의 i-Burst,
Flarion사의 Flash-OFDM, Navini사의Ripwave와 Broadstorm 사
의 BroadAir 등다수의 경쟁기술이 있음.
- IP기반의 광대역 무선인터넷 기술인 i-Burs1t0)는 저속이동 상
태에서의 광대역 서비스에 중점을 둔 시스템으로, TDMA/
TDD/SDMA 방식을 이용하여 상향채널 및 하향채널이 비대칭
구조를 가짐.
11)
- 무선으로 약 10Mbps의 전송속도를 가지는 Flash-OFDM
은

채널 대역폭 1.25MHz, 사용자당 최대 3.29Mbps의 전송속도를
지원하며, 기지국 장비에 FA(Foreign Agency) 기능을 내장하
여 Mobile IP의 구현과 기지국간 연동을 용이하게 함.
- Ripwave12)는 정지, 보행자 수준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가입자
10) 호주에서시범서비스중이며, 주요제휴업체로는 LG전자, 일본의교세라등이있음.
11) 미국에서시범서비스중이며, 필립스, 루슨트테크놀로지, 지멘스, TI 등이주요협력업체임.
12) 미국의스프린트, 벨사우스등의통신사업자가시범서비스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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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기술항목

휴대인터넷 기술방식 비교표
기술방식
I-Burst

Flash-OFDM Ripwave

BroadAir

HPi

기술보유업체

ArrayComm

Flarion

Navini

Broadstorm

ETRI

듀플렉스

TDD

FDD

TDD

TDD

TDD

OFDMA

OFDMA

채널대역폭

다중접속

625kHz

1.25MHz

500kHz

5MHz

10MHz

OFDM 기술

사용안함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최대주파수
효율

4bps/Hz
(1Mbps/
625kHz)

3.2bps/Hz
(5MHz)

3.2bps/Hz
(34Mbps/
10MHz)

변복조

TDMS/SDMA FH-OFDMA MC-SCDMA

2.56bps/Hz
(3.2Mbps/ 3~7bps/Hz
1.25MHz)

BPSK, QPSK,
QPSK, 8PSK, QPSK, 8PSK,
BPSK, QPSK,
QPSK, 8PSK,
8PSK, 12QAM,
16QAM,
16QAM,
16QAM
16QAM, 64QAM
16QAM, 24QAM
64QAM
64QAM

Spatial Adaptive Phase OpportunisticAdaptive Phase
Beamforming
Tx Diversity
Processing Array Antenna BeamformingArray Antenna
(또는MINO)
오류정정
부호

RS Code

커버리지

< 1.6km

표준상태

Vector-LDPC RS Code
< 4km

< 수km

Turbo Code,
LDPC

CTC

< 수km

< 1.6km

IEEE802.1을
6
비표준, 2004년초부터IEEE
IEEE802.16 표
TIPI 표준화중 준수하지만,
802.20에서표준화작업시작
준기반독자규격
상당부분상이

자료：양정록, 김영일, 안지환(2004. 2).

당 최대 5.5Mbps 전송속도를 제공하며, 스마트 안테나를 사용
하여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임.
- BroadAir13)는 OFDMA/TDD 방식을 사용하며 주파수를
700MHz~3.5GH까지
z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채널대
13) 현재중국및캐나다등에서시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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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폭은 5MHz, 변조방식으로QPSK에서 64QAM까지 활용하고
있음.

(2) 국제간 특허동향
1)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오디오 및 영상의 디지털 압축기술과 이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통신기술, 저전력 고집적 반도체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관련 특허출원이 확대되고 있
음.
- 한국특허정보원(2005) 자료에서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DMB 관련 특허 출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Ⅱ-7>
60

DMB 분야 특허의 국가별 동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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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자부품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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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주요국의 기술 분야별 특허비중
전송기술 기타 2%
17%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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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부호화기술
14%

한국

데이터서비스기술
12%
전송기술
16%

미국
미디어
부호화기술
25%

단말기술
10%

전송기술 기타 2%
11%
보안기술
다중화기술
2%
25%

기타 3%

보안기술
8%

다중화기술
32%

단말기술
8%
데이터서비스기술
10%

다중화기술
42%

일본
미디어
부호화기술
36%

단말기술
10%
데이터서비스기술
13%

자료：한국특허정보원(2005).

·한국의 경우는 2002년 이후부터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국들의 기술 분야별 특허비중을 보면, 한국의 경우 다중화기술
(42%)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전송기술(17%), 미디어
부호화기술(14%) 등으로나타남.
- 미국은 다중화기술(35%)과 미디어부호화기술(25%)이, 일본
은 미디어부호화기술(36%), 다중화기술(24%)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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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멀티미디어방송 관련 특허동향에서는 다중화기술이 출원
건수와 그 증가율 면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됨.
- 기술측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한국이 후발주자의 역
할을 수행하고있으나, 최근 들어 그격차가점점줄어들고있음.
2) 휴대인터넷
한국의 CDMA 최초 상용화와 초고속 인터넷 활성화, 이동전화 단
말기 대량수출의 이면에는 수출이 증가할수록 외국기업의 기술료
부담이 증대되어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
었음.

<그림 Ⅱ-9>
600
500

유럽
372
13%

주요 국가 전체 특허동향
미국
일본

일본
314
11%

한국
합계

유럽

미국
1,333
45%

400
300
200

한국
915
31%

100
0

1984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자료：한국발명진흥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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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자원관리및
효율증대
7%

국가·기술별 출원 동향

송수신기술
12%

미국

채널코덱 7%
변복조기술 3%
무선링크
제어기술
6%

다중접속
및
듀플렉스기술
65%

한국

송수신기술
17%

무선링크
제어기술
자원관리
34%
및효율증대
35%
채널코덱 3% 변복조기술 5%
송수신기술
12%

다중접속
및
듀플렉스기술
57%

송수신기술
15%

다중접속
및
듀플렉스기술
22%

일본
무선링크
제어기술
11%
변복조기술
2%
자원관리및
효율증대
15%

자원관리및효율증대
7%

유렵

채널코덱 7%
변복조기술 3%
무선링크제어기술
6%

다중접속
및
듀플렉스기술
65%

자료：한국발명진흥회(2005).

-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음성통
신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인터넷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독
자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핵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작
업을 진행시키고 있음.
휴대인터넷과 관련된 특허동향을 보면, 미국과 한국이 전체 특허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5%와 31%로 높으며, 유럽과 일본
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
- 특히 한국은 1990년 중반부터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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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를 중심으로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특허증가
율이 높음.
한국기업은 OFDMA, 인증기술, 측정기술, 이동성관리등의 무선전
송기술의 다중접속 및 듀플렉스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이
나, 그 이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동등 내지는 열세인 것으로 분석
되었음.
- 이동형 휴대단말기의 경우 삼성전자가 최초로 OFDMA 기술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개발하였으나, 특허 경쟁력에 있어 외국 기
업과 동등한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제간 표준경쟁
1)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과 관련된 기술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해 표준화되고 있
음.
위성 DMB 시스템으로는 유럽방식인 시스템 A방식, 미국방식인 시
스템 Ds방식(Worldspace과
) Dh방식(Sirius), 일본방식인시스템 E
방식(MBCo) 등으로구분되며, 각각의특징은다음과 같음.
- 1995년 ETSI가 유럽표준 DAB 방식으로 공표한 시스템 A 방
식은 OFDM 전송방식으로 주파수 사용효율이 우수하고,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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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ITU 권고 위성 DMB 시스템
시스템E방식

사업자
서
비
스
현
황

주
파
수

시스템A방식

시스템 Dh방식 시스템 Ds방식

일본: MBCo 미국: WorldSpace
미국: Sirius
한국: TU 미디어 한국: Global Radio

서비스 음성, 멀티미디
내용
어, 데이터

음성, Text

음성, 데이터

음성, Text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서비스
지역

일본전역/
한국전역

사용제안
UpLink

일본
12GHz

Down
Link

2,630~
2,655MHz

음성

MPEG-2 AAC

영상

MPEG-4 or
H.26L

미정

JPEG
(정지화상)

한국, 일본

유럽

미국

Source
Coding

적용국가

미국: World
Space

유럽
미국
미국
7025~7075MHz7025~7075MHz7025~7075MHz
1,467~
1,492MHz

1,467~
1,492MHz

1,467~
1,492MHz

MPEG AUDIO
MPEG Layer3 MPEG Layer3
Layer2

미국

자료：임동규(2003. 6).

력 SFN에 의한 광역방송이 가능하며, On-Channel 중계기 사
용으로 난청지역 해소가 가능함.
- 시스템 Ds 방식은 월드스페이스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1452~1492MHz 대역에서최적화되었으며, 실내외고정, 휴대,
이동 수신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임.
- 시스템 Ds에 기반을 두고 지상파 전송시스템을 추가, 셰도잉 수
신환경에서 성능을 개선시킨 시스템 Dh 방식은 하이브리드 위
성/지상망 월드스페이스 시스템으로 저가 수신기를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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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점이 있음.
- 일본에서 제안한 시스템 E는 2,630~2,655MHz 대역에서 최적
화되었으며, 전력 사용효율이 우수하고 위성과 지상파 중계기
를 통해 고품질 멀티미디어 방송이 가능함.
우리나라에서는 OFDM 방식인 시스템 A와 DS-CDM 방식인 시스
템 E의 경합 중 일본방식인 시스템 E가 국내 단일표준으로 최종 확
정되었음.
- 이후 위성 DMB 세부 기술기준과 송수신 정합표준 제정을 위해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위성 DMB 무선설비기술 기준위원회

<표 Ⅱ-5>

지상파 DMB 전송 방식별 비교표
Eureka-147 방식

IBOC 방식

ISDB-TSB 방식

다중반송파방식

다중반송파방식

다중반송파방식

변조

DQPSK/OOFDM

DQPSK,QPSK,16QA
QPSK/OOFDM M 640QAM/BSTOFDM

오류정정

Convolution

오디오
부호화

MPEG-1 Layer2

PAC

MPEG-2 AAC

적용주파수대

30MHz~3GHz

FM/AM RAnge

TV VHF

대역폭

1,536MHz

유효데이터율

0.8~1.7Mbps

128kbps(Hybrid)

280~1,787kbps
(1Segment)

다중화방식

독자방식

MPEG-2

MPEG-2

적용국가

유럽, 한국

미국

일본

기본구조

구조

자료：한국방송진흥원(2002).

Convolution(CPCC) RS+ Convolution

140kHz(Hybrid) 430kHz(1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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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영하였음.
한편, 지상파 DMB의 전송기술 표준으로는 유럽의 Eureka-147,
미국의 IBOC(In-Band-On-Channel), 일본의 ISDB-TSB 방식
등이 활용됨.
Eureka-14174) 방식은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멀티미디
어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Out-Band 형태로 CD 수준의 음질뿐
아니라 문자방송, 무선호출, 정지영상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특히 전송방식으로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방식(OFDM)을 채택
하고 다중반송파 전송기법을 사용하므로 이동수신 시 문제가
되는 다중 경로 왜곡이나 페이딩 환경에 강한 성능을 보임.
미국에서 개발된 IBOC(In-Band On-Channel) 방식은DAB를 위
한 주파수 대역할당이 어려워 기존 AM/FM 대역 내 전환을 전제로
한 In-Band 형태로, 기존의 FM방송용 주파수 대역 가운데 사용하
지 않는 공간을 이용해서 디지털방송을 제공함.
- 이는 FM 주파수 대역을 재활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FM 채
널과 혼선가능성과 데이터율의 제한으로 서비스 발전에 장애가
예상됨.
1994년부터 일본 TTC(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ouncil) 주도하에 시작된 ISBD-TSB 방식은 TV 1개 채널을 주
14) Eureka-147은 DAB표준의 제정을 위한 방송사, 네트워크 제공자, 가전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들의컨소시엄(초기 16개, 현재 60여개기관)과그곳에서정의된기술규격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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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폭(6MHz)을 13개의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어 방송사별로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임.
- 유럽방식의 동영상 압축규격 MPEG-2 활용으로 전력소모가
크나, Band Segmented Transmission OFDM 변조 방식과 여
러 체계의 오류부호 정정 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공이 가능함.
국내 지상파 DMB 표준은 유럽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 규격인
Eureka-147 방식을근간으로 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동영상압축기술인
MPEG-4와 비트 오류 정정 기술을 추가하여 주파수 효율성을
높임.
- 고정수신은 ATSC 방식으로, 이동수신은 유럽의 DAB에 비디
오 송수신 기술을 추가하여 디지털TV 전송방식으로 채택된
ATSC-8VSB 방식(미국의 디지털TV 기술표준)의 이동수신
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음.
2) 휴대인터넷
휴대인터넷 관련 기술로는 WiMAX, WiBro 등이있으며, 이를 주도
하는 업체들은 자사 기술의 시장선점을 위해 업체간 제휴, 또는 경
쟁하고 있음.
- 현재 국제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기술들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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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음.
15)
미국에서는 IEEE802.16
을 중심으로 광대역 고정 무선접속 표준

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IEEE802.16e를중심으로 핸드오프, 저전
력 모드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이동성을 보장한 광대역 무선 이동
통신시스템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IEEE802.161e6)에서는 보행 및 60km/h 이상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mobile WiMAX 진영과 한국에서 주도하는 WiBro 진
영 간에 규격 일치화와 표준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75%

<그림 Ⅱ-11>

와이브로 표준화단체의 상관관계
Harmonization

IEEE 802. 16e
(Mobile Wireless
MAN)

IOT/CT

TTA
(PG302)

주요표준규격
제안반영

핵심표준규격
제안반영
협력

WiMAX Forum

국내연구기관,
개발업체,
통신사업자

자료：박창신(2005. 6).
15) IEEE802.16에서는 유럽 ETSI 표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무선 MAN(Mobile Wireless
Metropolitan Area Network)의국제표준을추진하였음.
16) IEEE 802.16e 표준화 그룹에는한국,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독일, 일본, 중국등 세계
각국의주요 IT기업들에서총 219명이멤버로참여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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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표준화가 진행되었음.17)
한편, 국내에서는 2002년 2.3GHz 주파수 대역을 휴대인터넷용 주
파수로 확정하고, 규격 개발을 위해서 2003년에 만들어진 TTA
PG05(2004년 3월 PG302로 명칭 변경)18)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었음.
- 규격화 작업은 2004년 1월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근거
로 기본 규격을 선정하였으며, Frequency Reuse Factor=1,
TDD, handover break time < 150msec 등을포함한 기본 요
구사항을 정하였음.
- 이를 토대로 하여 ETRI와 삼성전자에서 제출한 규격이 기본 골
격으로 채택되어, 2004년6월 국내 표준화가 완료되었음.
- 그 이후에는 IEEE802.1과
6 TTA phase1 규격의 일치화 작업
이 진행되었으며, 2006년1월 현재 국내 규격과 국제 규격 간의
일치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임.

17) 그동안 표준화 과정에서 와이브로 기술과 모바일 WiMAX 기술이 각각 1/3 정도씩
채택되었음.
18)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및 학계 등 50여 개의 기관, 230명이 참여하는 TTA PG05는
무선접속 실무반, 서비스 및 네트워크 실무반, IPR AD-hoc 그룹, 국제협력 Ad-hoc 그룹
등으로구성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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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추진 동향

(1) 주요국들의 사업 현황
1) 방송의 확장 영역：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전송매체에 따라 DMB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하면,
유럽은 지상파 DMB 위주로, 미국은 위성 DMB 위주로 시장이 형
성되어 있음.
-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지상파 DAB 부문에서 영국의 Digital
One, 위성 DAB 부문에는 미국의 XM Radio, Sirius, 위성 DMB
부문에는 한국의 TU미디어와 일본의 MBCo(Mobile
Broadcasting Corporation)를들 수 있음.
유럽지역에서는 1995년부터 지상파 DMB가 제공되고 있으며, 위
성 DMB의 경우 Global Radio에 의해 150개 채널을 통해 2005년
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예정되었음.
- 1995년 9월 영국 BBC를 시작으로 스웨덴(1995), 프랑스
(1997), 독일(1999) 등에서 개시된 지상파 DMB는 고가의 수
신기 가격과 유럽식 다채널, 고화질, 이동형의 지상파 TV방식
(DVB-T)19)에 비해 매체경쟁력이 떨어져 서비스 가입자는 저
19) DVB-T는 가정 내 고정형 TV수신에 최적화된 기존의 지상파 DTV규격으로, 시속
170km/h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이동수신이 가능한 반면, 자체 배터리와 싱글 안테나의
휴대수신에제약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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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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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재섭(2005).

조한 편임.
-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에서는 DVB-H를20)
테스트 중이며, 독일과 노르웨이에서는 지상파 DMB를 테스트
하고 있음.
1995년 지상파 DAB 시험방송을 개시한 영국에서는 약 300개의
방송국이 DMB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전국사업자인 BBC와 Digital One은 각각 5개의 디지털 전용 라
디오 방송을 제공 중이며, 2004년 말에는 전국인구의 85%에
달할 정도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됨.
20) DVB-H는 유럽의 디지털TV 표준화기구인 DVB가 휴대방송을 위해 2006년경에
완성예정으로규격화작업을벌이고있는기술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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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공영방송 사업자인 RBB와 지역 방송 연합체인 ARD에
서 DAB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Bosch사가 독자적인 기술개
발로 지상파 DAB에 영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21)
- 2003년 현재 약 150여 개의 방송국이 지상파 DMB 라디오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커버리지는 전국 인구의 65%
에 달함.
미국에서는 오디오에 국한되어 있는 위성 DAB 서비스가 큰 인기
를 끌고 있으며, 지상파DMB는 주파수대역 할당의 어려움으로 FM
대역내 디지털 오디오방송 구현을 목표로 In-Band 방식인 IBOC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실시를 준비하고 있음.
- 대표적 사업자인 XM Satellite Radio, Sirius Satellite Radio는
2001년 말부터 각각 100여 개 채널을 통해 미국 전역에 음악방
송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의 휴대방송 관련 기술개발은 미국이나 유럽지역에 비해서도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2004년에는 위성 DMB 서비스가 상용화되
었으며, 지상파DMB도 2006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를 위해 Toshiba는 1998년 SKT, 도요타자동차, 후지쓰등과
함께 MBCo를 설립하였으며, 2004년에는‘mobaho’
라는 서비
스명으로 비디오 7개, 오디오 30개 채널 및 데이터 13개의 프로
21) 독일은 정부,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연구기관, 제조사의 57개 회원으로 구성하는 DAB
플랫폼으로 DAB계획을 진행시켜 4개 지역에 파일럿계획을 우선 구축하여 DAB 부문에서
가장선진국으로평가받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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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지상파 DMB의 경우 1989년 이동체 음성방송연구회가 구성되
었고, 1994년에는 ISDB-T를 개발, 2006년에 4월부터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2) 통신의 새로운 영역：휴대인터넷
휴대인터넷은 2000년대 들어 데이터 전송의 필요성과 유무선통신
의 통합과정에서의 기술적 진화과정에서 나타나, 아직까지 범국가
차원의 서비스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만, 개별 사업자들에 의해 다양한 기술 테스트나 시범서비스
가 구현되고 있는 상황임.
유럽에서는 도심지역에 비해 보급률이 떨어지는 시외지역의 가입
자 확보를 위해 와이브로, 또는 와이맥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프랑스텔레콤은 2005년 3월부터 와이맥스 제품들을 테스트하
고 있으며, Alvarion의 와이맥스 제품을 기반으로 무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기존 Wi-Fi 망과 백본망 사이의 연결에 와이
맥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의 British Telecom은와이브로시스템과 단말기 도입을 위
해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상태임.
미국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주력서비스에 대한 보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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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휴대인터넷에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유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시외지역을 대상으로 와이맥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WavMax Broadband, Qwest Communication, Sprint Nextel 등이있음.
·WavMax Broadband와 Qwest Communication는 와이맥스
제품을 서비스 제공기반으로 하는 반면, Sprint Nextel은삼성
전자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와이브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보급률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교외지
역을 중심으로 한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
비스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의 KDDI는 차세대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로 삼성전자의
와이브로와 북미지역의 와이맥스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광파전영시총국”주도하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겨
냥, 포스데이타 등의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시범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음.

(2) 국내 추진 현황
1) DMB：통신·방송 융합에의 방송사업자 대응
고정된 형태의 방송에 이동성을 부여한 DMB는 방송과 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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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보여, 통신사업자에게는 방송시
장으로의 진입을, 방송사업자에게는 통신시장으로의 진입을 가능
하게 할 것임.
- 이에 따라 위성 DMB에서는 통신사업자인 SKT가 방송사업자
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TU미디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지상파 DMB의 경우 방송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통신사업자인 KTF, LGT와협력하고 있음.
특히DMB는초기전파특성, 채널구성, 서비스유형등의차이로지상
파 DMB와위성DMB 간에보완또는경쟁관계형성이가능하였음.
<표 Ⅱ-6>

지상파 DMB와 위성 DMB 서비스 및 비즈니스의 차이
지상파DMB

위성 DMB

-무료/보편적서비스
-아날로그방송전환

-유료가입자에대한신규도입매체

-회절특성(장거리도달)

-직진성(가시거리확보)

서비스유형
및특성

- 오디오/데이터, 동영상
(MPEG4), 휴대이동서비스
-공익성/보편적서비스

-오디오/데이터, 동영상(MPEG4),
휴대이동서비스
-상업적서비스

채널구성

-소수채널/종합채널, 지역채널
-향후채널확보시SFN 가능

-다채널/전문편성
-전국동일채널

수익모델

-광고시장기반
(광고수익/부가서비스)

-가입자기반
(수신료/가입비/PPV)

대상고객

-가정/차량장착

-휴대단말

성격
전파특성

-무료보편적서비스
우위(강점) -소규모투자비용
-지상파역량활용가능
자료：송해룡외(2005. 3).

-마케팅역량(이동전화가입자)
-공급채널수우위
-전국으로확장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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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위성 DMB의 경우 넓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동영상이나
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지상파 DMB에
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나 교통정보, 날씨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오디오 채널의 경우 지상파 DMB는 고품질 종합편성을, 위
성 DMB는 다채널 전문편성을 지향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서로 이질적이었던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가 동일
한 형태의 단말기, 동일한 시장, 그리고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호 대체적 경쟁관계로 발전하고 있음.
- 지상파 DMB의 경우 별도의 이용료를 부가하지 않고 광고수입
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모델 개발
에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 위성 DMB 시장에서는 SKT와 KT 간의 경쟁이 있었으
나, KT가 와이브로에 주력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을 전격 취소함으
로써 SKT 중심의 컨소시엄인 TU미디어가 2004년 12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음.
- TU미디어는 일본의 MBCo와 공동으로 2004년 3월 위성 DMB
전용 위성인‘한별’
을 발사한 후, 우주국 및 지구국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방송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당부분의 투자를 하였음.
이처럼 SKT는 자회사인 TU미디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SKT의 기존 유통망을 통해 위성 DMB폰을 판매함으로써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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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국내 DMB 제공일정
위성 DMB

일 시

지상파 DMB
내 용

일 시

내 용

2004. 11

사업자신청공고

2005. 1

사업자신청공고

2004. 12

사업자선정(1개)

2005. 2

사업자제안서마감

2005. 1

시험방송서비스

2005. 3

사업자선정(6개)

2005. 5

상용서비스시작

2005. 12

상용서비스시작

를 확대하고자 함.
- 특히 채널운영과 관련해서는“블루(ch.BLUE”
)라는 모바일 전
용 채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비디오 채널은 임대하
여 각 채널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본방송 시점의 임대채널로는 음악, 뉴스, 영화, 스포츠, 드라
마, 게임 등 7개 장르로 구성되어 있음.
위성 DMB의 서비스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자 선정 이후 2005년 1
월부터 시범서비스가 비디오 채널 3개와 오디오 채널 3개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5월부터는 비디오 12개, 오디오 24개의 채널에서
상용화되었음.
- 특히 일정액의 가입비(2만 원 정도)와 월 정액요금(방송 수신
료, 월 1만 3,000원 정도), 프리미엄 방송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이용요금 부과와 광고 등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지고 있음.22)
22) 수신료수입의약 23%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유통수수료로지불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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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새로운 DMB 서비스보다 기존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의향이 높으나, 방송위원회에 의해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시장 확산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음.
지상파 DMB의 경우는 2005년 KBS, MBC, SBS의 3개 방송사업
자와 CBSㆍYTN DMB, KMMB, 한국 DMB의 3개 컨소시엄을 사
업자로 최종 선정하였음.
- 서비스사업자들은 각각 비디오채널 1~2개, 오디오채널 1~3개,
데이터채널 1~2개를 운영하고 있음.
위성 DMB에 비해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시작된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각각 차별적인 서비스 전략을 통해 시장 확대를 모색하
고 있음.
- KBS의 경우 KBS 1TV는 자체 DMB 채널로, KBS2TV는U1미
디어를 통해 송출할 계획이며, MBC는 종합편성의 라디오 채널
을 직접 운영하고, MBN, 아리랑TV 등과 연계하여 경제, 영어
등의 전문 라디오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SBS는 서울시
교통방송을 통해 교통전문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경기방송을
통해 문화·예술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 YTN은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한국교통방송
(TBN)과 협력관계를 맺어 교통정보 오디오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DMB는 이동통신과 연계한 양방향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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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지상파 DMB 서비스사업자 채널 구성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비고

KBS

-KBS
Mobile

-KBS Mobile
-U1미디어(U1미디어
임대)
-OZIC(CJ미디어 임대)

MBC

-MBC
DMB

-MBC DMB
-MBN 경제(MBN 임대) -MBC DMB 데이
오디오 2개 임대
-아리랑 영어 라디오
터
(방송교류재단 임대)

SBS

-SBS DMB 라디오
-SBS
-교통방송(TBS 임대)
DMBTV -경기방송(경기방송 임
대)

YTN

-YTN
플러스

-KBS Mobile

-SBS
-한겨레DBM
오디오 2개 임대
(한겨레신문 임대)
-LGT DMB(LGT 임대)

-TBN 한국교통방송
(도로교통공단 임대) -YTN
-Satio+(Satio 임대)

-U1미디어
U1미디어 -KBS Mobile2
(KBS 임대)

오디오 및 데이
터 2개 임대

비디오 1개 임대
-U1미디어 데이터 오디오 1개
KBS에서 임차

-i4U(기독교방송 임대)
한국DMB -한국DMB -Live4U
-한국DMB
(뮤직시티미디어 임대)
합계

7

오디오 2개 임대
비디오 1개 U1
미디어에서 임차

13

오디오 2개 임대

8

자료：김용규(2004. 11).
자주：KMMB는 2005년 11월에 U1미디어로개칭하였으며, U1미디어와한국DMB는 2006년3
월에본방송을시작하였음.

를 제공하고, 15개의 콘텐츠서비스를 데이터 방송형태로 제공
하려고 함.
지상파 DMB의 서비스 진행과정을 보면, 2005년 하반기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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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006년 6월 월드컵
시즌 이후부터 권역별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공중파 방송의 재송신이가능하며, 이용자에게방송 수신료를 부
가하지않고광고를통해수익모델을창출한다는특징을가짐.
- 그러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은 통신사업자에게는 수익
을 주지 못하는 단점으로 작용함.23)
- 또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하철 등의 음영지역에 기
지국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이에 수백억 원이 소요되어 사
업자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음.
2) 와이브로：유무선 통합에의 통신사업자 대응
통신시장의 흐름이 유선통신망과 무선통신망의 통합을 통해 새로
운 서비스의 출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등장한 와이브로는 통신사
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며, 위협으로나타남.
- 무선랜의 경우 유무선 통합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부각되기도 하
였으나, 이동성과 전송속도 모두 경쟁 서비스인 초고속인터넷
이나 이동통신의 무선인터넷에 비해 열악하여 수요확대에 어려
움을 겪었음.
보다 광대역의 주파수를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서비스인 와이브로
23) 그럼에도 KTF와 LG텔레콤의 경우 SKT의 TU미디어가 위성 DMB를 주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견제책으로자사의이동전화서비스에지상파 DMB가구현되도록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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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 기반이 유선망이냐 무선망이냐에 따라 사업자의 서비스
추진전략이 다르게 나타남.
- 이동통신서비스로의 진입을 추구하는 유선통신사업자는 통신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중요 서비스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유무선 통합기반 확충이라는 측면
이 있으나 이동통신의 기술로드맵상 3.5세대에 해당하는
HSDPA와 유사한 서비스라는 점이 서비스 전개에 제약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
와이브로 사업자로는 2005년 1월에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2005년 4월 하나로텔레콤이 사업
을 포기하면서 현재는 KT, SK텔레콤 양사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06년 초부터 서울 신촌과 강남 일대, 경기도분당 지역에서시
범서비스를실시하고, 2006년7월에상용서비스를시작하였음.
KT：유무선 통합서비스의 선도자로서의 지위 확보
국내 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KT는 그동안 유선통신망을 기반
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무선통신, 데이터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뉴미디어서비스로 등장한 와이브로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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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KT 와이브로 비즈니스의 가치사슬
WiBro Business의Value Chain

Contents
유선기반콘텐츠
무선기반콘텐츠
Device별특화

Platform
(Portal/Platform)
유선

무선

연동/통합

Network
WiBro
(초고속인터넷)

Terminal
노트북PC
PDA
Phone

KT Group 유무선통합
Portal
콘텐츠확보및협력방안
KT

홈앤/홈미디어/NESPOT사업과
콘텐츠공동수급협력

KT Group

FIMM/매직앤/Paran/KDB
와의
콘텐츠활용협력

WiBro
특화콘텐츠

CP제안/공모/제휴/직간접
제작을통한차별화

영상
음악
게임
교육
상거래
⋯

MCP
콘텐츠소싱
및CP 협력

콘텐츠수급
CP협력

자료：KT 차세대휴대인터넷본부(2005).
자주：FIMM은 IMT-2000, 음성, 데이터, 동영상등을초고속으로주고받을수있는 KTF의멀
티미디어서비스임.

선 인프라의 통합을 통해 끊김 없는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기술이 될 것으
로 전망됨.
이에 따라 KT는 자사의 핵심역량을 와이브로 사업에 집중하여, 유
무선 통합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
통신 위주로 전개되는 통신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자로 선정된 KT는 2006년 초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고,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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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 이를 위해 KT는 전국 84개사 망 구축 등에 소요될 1조 원 내외
의 투자비에서 90% 이상을 서비스 개시 3년 내에 공격적으로
투입하여, 와이브로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현재 KT는 계열사들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를 무
리 없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KT의 유선망, KTF의 무선망, KTH24)의 콘텐츠와 플랫폼,
그리고 KTN의 솔루션 등과 같이 KT 그룹 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것임.
- 특히 KTN25)과는 기지국 공용화 작업을 추진해온 만큼 와이브
로 기지국과 이동통신기지국을 공용화해 투자비를 절감하고,
KTH의‘파란(www.paran.com’
)은 와이브로의 특화 포털로
키우겠다는 전략임.
한편, KT는 기존 이동통신 무선인터넷의 한계와 xDSL 기반 유선
인터넷의 한계를 와이브로의 속성을 활용하여 극복함으로써 다양
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 여기에는 MMS26)/Game, LBS, IP Multicasting 등의핵심서비스
24) KTH는‘Hitel’
로 PC통신시대를 개척한 정보통신의 주역으로, 현재는 파란사업과 KT그룹
MCP(Master Contents Provider)사업을 축으로 하여, KT 그룹의 네트워크사업자에게
필요한각종콘텐츠및관련솔루션에대한일원화된수급, 유통창구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25) KTN은별정통신사업, SI/NI사업등의수행을통해기업통신전문회사로성장ㆍ발전하였으며,
통신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의 사업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NI관련 컨설팅/설계,
장비공급에서유지보수까지최적의솔루션, 최선의관리, 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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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4>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추진방향
기존이동통신무선인터넷의한계

•매체관점 Mobile
개방망및범용 O/S
휴대인터넷
의차별화
Point

차별화
컨셉트

•서비스관점: 유선
인터넷서비스

휴대인터넷속성을활용한한계
극복으로유선인터넷의무선구현
이동성지원, 개인화기능
강화가능

핵심서비스
MMS/Game
LBS Push형
서비스
IP Multicasting
+
결합서비스
NESPOT
CDMA/DMB

xDSL 기반유선인터넷의한계
자료：홍원표(2005).

와 NESPOT, CDMA/DMB 등의결합서비스가 제시되고 있음.
- 특히 KT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규서비스 및 기업용 애플
리케이션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사업초기에는 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메신저, 이메일, 온라인
쇼핑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MMS, P2P, 기업의 그룹웨어와 연계된 상거래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광대역 및 위치 기반의 다양한 서비
스로 그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26)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는 그래픽, 비디오클립, 사운드파일, 짧은 문자메시지
등을 WAP 프로토콜을 이용해 무선망을 통해 보내는 전송방법으로,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SMS(Short Messaging Service)와달리 멀티미디어 같은 대량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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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와이브로와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의 뉴미디어서비
스끼리의 망 연동은 가입자가 이기종 망으로 이동할 경우 끊김 없
는 서비스를 위한 필수 기술(핸드오프)이지만 연동여부에 따라서
사업자 초기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즉, 이들 서비스 모두 I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한
다는 점에서 기존 2세대보다 비교적 망 연동이 쉽고 그 필요성
이 큰 편이며,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HSDPA와 즉시 연
동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이 연동기술이 HSDPA
서비스를 잠식할 수 있음.
이동통신사업자로서의SK텔레콤의 사업추진
SKT는 90년대 중반 이동통신시장의 확산에 따라 유선통신망 기반
의 KT와 국내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지배적사업자로 등장하였음.
- 즉, SKT는 1,800만 명의 이동통신가입자 확보와 이동통신단말
기 보급,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인터넷 서비스(cdma2000 1x
EV-DO) 제공 경험, 그리고 유통망 등의 핵심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통신시장의 흐름이 유선통신에서 이동통신으로 전환해 가
는 과정에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주도하는 SKT의 영향력은
매우 커지고 있음.
·다만, 4세대 이동통신이 유무선통신의 결합을 기본 축으로 하
고 있다는 것이 유선통신망 확보가 부족한 SKT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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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5>

SKT의 와이브로 사업추진 계획

주요기술개발내용
·ETRI 및장비제조업체와시스템공동개발

시스템/ ·WiBro Test Bed 구축및성능시험
단말개발 ·DFDMA, 광중계기및TDD RF 중계기개발
·스마트폰등WiBro 단말개발
·망관리시스템개발

상용화 -장애, 성능, 구성, 과금관리시스템
기반기술 -무선망최적화시스템
·WiBro Multimedia Solution 개발
개발 ·품질측정시스템개발

상용화계획
~2005년4분기

시스템개발

~2006년1분기 시스템양산/납품/설치/개통
2006년4월

시범서비스

2006년7월

상용서비스개시

-체감품질측정시스템

차세대 ·WiBro 핵심기술연구개발
기술연구 -스태프안테나, WCDMA 기술개발

이후단계적으로서비스확장

자료: 전자부품연구원(2005. 8).

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와이브로는 SKT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이면서도, 이동통신의기술로드맵상에 있는 HSDPA와 유사한
서비스라는 면에서 경쟁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SKT는 2006년 7월에 상용화된 HSDPA를 준비하면서
도, 와이브로 망의 높은 전송효율과 낮은 전송 원가를 바탕으로 고
속·대용량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도심지 수요 밀집지역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임.
- 즉, 2006년 7월 서울 지역에서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동전
화와 연계가 가능한 단말기가 출시되는 2007년 이후에는 본격
적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장해 2009년에는 84개 시 도심지

82

<그림 Ⅱ-16>

SKT의 서비스 차별화 계획

속도
고
속

File
Download

와이브로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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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Browsing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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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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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무선인터넷의속도와요금의한계로인해
활성화되지못했던XoD, Streaming, File
Download, IM, Network Game, 정보검색등
서비스제공
콘텐츠제공

IM
화상전화

WAP
(Nate)
SMS

서비스

금융

저
속

기존유무선콘텐츠연동
-국내외 CP발굴및제휴를통한서비스활성화,
Killer 콘텐츠개발을통한특화시장개발
-New Biz Model개발및Soulution Provider
발굴, 와이브로를위한포털사이트구축
-최적화된서비스제공으로Platform Biz 확대

QoS
자료：SK Telecom(2004. 9).

수요밀집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임.
- 이를 위해 SKT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비를
(2007년까지 8,000억원 계획) 절감하며, 기존 망과의 호환성
확보를 통해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한편, SKT는 기존 서비스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와이
브로의 특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보
검색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콘텐
츠의 재활용을 통한 콘텐츠 확보와 신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
고, 68만여 개의 콘텐츠 풀과 500여 개의 콘텐츠 제공업체를 활
용할 계획임.

Ⅱ. 통신·방송 융합 과정에서의 뉴미디어서비스 83

- 또한 고품질 방송서비스(드라마예고편 등), 고속대용량 프리미
엄 MMS, 유·무선네트워크 연동 게임, 실시간 차량 위치정보를
주는 데이터 착신서비스 등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될
와이브로 특화 포털도 준비하고 있음.

(3)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시장전망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시장전망은 추진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공
방향이나 요금설정 등 전략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여기에서는 기존의 시장전망 자료를 통해 DMB나 와이브로의
시장규모를 살펴보겠음.
·예측시기, 예측기관 등에 따라 시장전망에 다소 차이를 보이
고 있음.
- 특히 최근 방송, 무선인터넷, 뮤직비디오등 새로운 서비스를 요
구하는 이용자층의 확산은 DMB, 와이브로 등 뉴미디어서비스
에 대한 시장전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예를 들어 DMB의 경우 영상물에 익숙하고 경제력이 있는 소
비자들이, 와이브로는 메신저나 문자 채팅 등을 많이 사용하
는 낮은 연령층들이 선호할 것임.
DMB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다양하고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장의 확대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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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7>
900

DMB에 대한 가입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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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위성 DMB

자료：지경용, 김문구, 박종현, 오동섭(2005. 7).

보고 있음.
- 지경용 외(2005) 자료에서는 상용화가 시작된 2005년 가입자
수를 위성 DMB는 30만 명, 지상파 DMB는 27만 명으로, 상용
화 5년 후에는 각각 469만 명과 856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특히 DMB의 가입의향률은 44.6%로 나타났으며, 특히 DMB
의 대중화에 따라 지상파 DMB를 수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2010년에는 지상파 DMB 가입자가 위성 DMB 가입자보다
1.3배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와이브로는 초고속인터넷이나무선랜보다 일정한 공간성과 이동성
을 부여하고, 이동전화 무선인터넷보다는 개선된 속도와 요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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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8>

주요 기관의 와이브로에 대한 가입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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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요기관별시장전망자료참조작성.

이 새로운 대안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음.
- 다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와이브로에 대한 시장전망은 기관
별, 시기별로 가입자 수에 대한 전망치가 다소 차이를 보이나,
2005년 하반기 이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12) 자료에 의하면, 상용화
시점에 61만 명이던 가입자가 상용화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서 849만 명 내외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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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인 DMB,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결합으
로 등장한 와이브로, 그리고 하나의 선으로 전화, 인터넷, 방송을 제
공받을 수 있는 TPS(Triple Play Service) 등과같이 다양한 뉴미
디어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90년대 중반 개시되었던 다양한 신규 통신서비스들이 모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는 못하였음.
-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확보하
며 주요 서비스로 등장하였으나, CT-2나 TRS, ISDN의 경우
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의 진전이나 소비자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시장 확보에 실패하고 퇴출당하였음.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근의 시장흐름에 맞추어 등장하고 있는 뉴미
디어서비스들이 80%에 달하는 이동전화보급률, 통신요금에 대한
가계부담 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뉴미디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이나 수요 등에서의
특징들을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기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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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할 것임.

1. 서비스 제공자 측면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유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KT와 무선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SKT가 주도하는 가운데, 하나로통신, LGT
등이 일정 비율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통신시장 내에서 신규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쟁은 물론
과거 통신시장 밖에 있던 방송서비스와의 융합화에 의해 등장
한 새로운 서비스와의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기술
개발 여부, 수익성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
고 있음.

(1)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여부
일반 재화이든 서비스이든 간에 기존 시장에 진입하여 일정 정도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 정도와 개발 기술
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임.
- 즉, 구현기술의 차별화 정도에 따라 소비자 수요 유인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기술은 기술적으로 완성되고 소비자
가 원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정도로 검증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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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 서비스였던 SMS는 메시지전달
성공률이 100%에 가까우며 음성서비스와 차별화된 시장을 형
성하여, 이동전화서비스의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되었음.27)
따라서 DMB, 와이브로 등 뉴미디어서비스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진행 정도와 이를 통해 제공될 뉴미디어서비
스와 기존 서비스의 차별화 정도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이미 앞 장에서 보았듯이, DMB나 와이브로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
에서 상용서비스가 시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있음.
- 특히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국내업체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상당부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통신과 방송,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한 뉴미디어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와는 다소 다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와이브로는 인터넷, 무선랜 등에 이동성을, 이동통신
에는 미디어전달 용량과 속도를 보완한 서비스 형태이며, DMB

27) SMS는 이동전화 초기부터 고려된 서비스는 아니었으며, 이동전화 서비스에 있어서 유휴
주파수자원을이용하는일종의부산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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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뉴미디어서비스의 포지셔닝

이동성
광역성및
이동성중시

고속이동
디지털이동통신
2G
2.5G

속도/품질및
경제성중시

DMB

2.3GHz
디지털이동통신 휴대인터넷
3G
3.5G

보행이동
아날로그
이동통신

Cordless
고 정

무선전화

유무선통합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4G)

무선랜(2.4GHz/5GHz)
WLL

유선전화

384Kbps 2Mbps

유선랜(xDSL/HFC/FTTH)

10Mbps

20Mbps

50Mbps 전송속도

는 이동통신에 방송을 융합화한 서비스 형태로 새롭게 부가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이러한 뉴미디어서비스는 미디어전달이 중심으로 통신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못
하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기존 서비스들도 통·방 융합이라는 시장의 기술흐
름에 따라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들 서비스간의 경쟁은 더욱 더
격화될 것임.
-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언제, 어디에서나 자
유로운 양방향 음성·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형태로 기술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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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음.
-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경우도 FTTH(Fiber To The Home)
로 진화하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휴대인터넷과 결합상품의 형
태로 출시, 무선랜처럼 댁내 초고속 무선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2) 서비스 제공기반 확보 여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여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단
말기, 그리고 콘텐츠로 구성되는 가치사슬의 구축도 중요하다고 하
겠음.
- 즉, 통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산업으로, 구축된 통신네
트워크에 어떤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슨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
할 것인지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무선인터넷의경우 우리나라 이동통신 매출 중에서
약 15%를 차지하는데, 이는컬러 디스플레이, 카메라, MP3 등
의 기능을 포함한 단말기가 개발되고, 또 벨소리, 그림 다운로
드 등의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된 결과라고 할 수있음.
-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한 후,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입 가능한 가격의 단말기 라인업을 갖추
고,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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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임.
1) 기지국 등 인프라 구축：소요비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등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필요
한데,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
는 기업의 전략적 측면이 투자의 시기나 규모 등에 반영된다고 할
것임.
- 비록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2~3조 원의 투자가 예상되었던 PCS
나 3G 등 이동통신서비스보다는 적지만, 뉴미디어서비스에서
도 상당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DMB의 투자규모는 위성 DMB의 경우 위성체 및 방송센터와의 갭
필러 구축과 관련하여 약 3,500억~4,000억 원 정도이고, 지상파
DMB의 경우도 목표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유동
적이지만 대략 300억~600억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음.
- 이는 대부분 수조 원에 이르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며, 서비스가‘一對多’
의 형태로 제공되어
주파수 효율이 높은 방송서비스의 기본적 특성에 기인함.
- 현재 위성 DMB를 주도하는 TU미디어는 지역 고객들에게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700여억 원을 조기 투입, 기존 26개 시
보완 투자는 물론이고 나머지 58개 시 중계기 설치를 완료하여,
전국 84개 시 지역까지 음영지역 해소를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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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상파 DMB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 사업자간의 견
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이 없
는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반면, 와이브로의 경우는 기존 통신서비스에 비해 구축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주체들이 통신사업자들로서 기존 네트워크
를 최대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사업에 적극적인 KT는 초고속 인터넷의 접속망과 백본망,
전화국 국사 및 KTF의 기지국 기반시설 등 기존의 인프라를 최
대한 활용하여 경제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 2007년까지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SKT의
경우도 자사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반 인프
라를 구축하며, 기존 망과의 호환성 확보를 통해서 고속·대용
량의 무선인터넷을 도심지 수요 밀집지역 중심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임.
2) 단말기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가입자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서비
스를 실제 제공받을 수 있는 단말기의 보급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과거 이동통신시장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단
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28)이 일차적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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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폰, 카메라폰등으로의 단말기 진화를 들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뉴미디어서비스의 시장 확대는 보조
금 지급을 통한 소비자의 부담축소와 함께 단말기의 융합화 추
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그동안 보조금 지급에 따른 국가자원의 낭비,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전화 이용확산 등 사회경제적인 폐해 등으로 일부 예외적인 조
항 이외에는 그 지급이 금지되어 왔음.
- 그러나 2005년 하반기에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말
기의 보조금 관련법이 개정되었음.
- 특히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서비스
의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허용은 와이브로
나 WCDMA 등의 시장 확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
반면, 방송사업자가 사업주체인 DMB의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적용
되는 보조금 지급 금지 관련 법안의 적용을 직접적으로는 받지 않
는 상황임.
- 그럼에도 열악한 시장상황과 수익모델 자체가 빈약한 상태에서
사업자들의 DMB 전용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성은 그
다지 높지 않음.
·다만,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보조금 지급이 허용됨에 따라
28) PDA(화면이 2.7인치이상)와신기술이적용된단말기(WCDMA 단말기등)의경우보조금을
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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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기와 결합된 DMB폰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음.
뉴미디어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말기로는 현재
가장 일반화된 이동전화기보다 DMB의 경우 PDA, 노트북PC, 차량
용 단말기를, 와이브로의 경우는 PDA, 노트북PC, HPC(Handheld
PC)를 들고 있음.29)
- 즉, 소비자들은 뉴미디어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이동전화기보다
PDA, 노트북PC, 차량용 단말기 등 전용 단말기를 선호하고 있
어, 이동통신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서비스 확산에 다소 부정적
일 수 있음.
<그림 Ⅲ-2>

국내 DMB 단말기사업자 현황과 추진방향
휴대폰겸용 DMB

위성DMB 전용

차량용DMB

사양

-2.2 또는 2.4인치 LCD
(QVGA 지원)
-무선인터넷지원

-2.5~3.5인치이상의
LCD 장착예정
-통신모듈미탑재

-5~7인치Car TV 활용
-수신모듈형과일체형

제조업체

-삼성, LG, 모토롤라, 팬
택&큐리텔, SKYTT

-싸이버뱅크(FDA겸용),
액세스텔레콤, SK C&C

-이노에이스, 현대디지털
텍, 중앙시스템등

추진방향

-In-servic시
e 고급형
Hi-tier 중심으로진입
후, 점차 Low-tie로
r
확대

-MP3 내장형을우선추진
하고, HDD 내장형MP3
및PDA 겸용등의복합
형으로다양화

-기설치된모니터를활용
하는수신모듈형을우선
공급하고, LCD 일체형,
B/M으로단계적으로접근

DMB 수신전용

차량용

휴대폰겸용

자료：TU 미디어(2005. 10).
29) 지경용, 김문구(2004. 6), 지경용외(2005.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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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말기는 단순한 음성서비스에서 멀티미디어서비스 수신
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 MP3 등의 기능을 포함한 멀티미디
어 단말기로 진화하고 있어, 향후에는 모바일 컨버전스 트렌드를
반영한 차세대 단말기를 통해 뉴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즉, 차세대 단말기는 이동통신과 무선랜, 그리고 와이브로,
DMB 등의 다양한 통신·방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시장 확대의 견인차인 것은 물론 시장의 성패도 가늠할 것
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전용
단말기뿐만 아니라 DMB, 와이브로 등 다기능 제공이 가능한 멀티
미디어 단말기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현재 단일 기능 위주의 DMB 단말기는 점차 복합기기로, 그리고
<그림 Ⅲ-3>

와이브로의 단말기 형태 및 모뎀의 진화 로드맵

단말형태

단말개발 Roadmap
도입기

노트북

PDA

Smart Phone

성장기

다중모드단말
WiBro 전용단말
-카드형, 내장형
-카드형, 내장형
-WiBro+ CDMA+GPS등
WiBro 전용
휴대단말
DBDM휴대단말
[WiBro+CDMA]

자료：KT(2005. 7).

성숙기
One Chip

특화단말
-개인/기업용단말
DBDM 휴대단말 TBTM 단말
-지능형융합단말
WiBro+WLAN WiBro+WLAN+CDMA-서비스전용단말
WiBro+DMB
WiBro+CDMA+DMB
WiBro+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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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Terminal Convergence로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와이브로의 경우도 복합형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초기 노트북
PC를 위한 PCMCIA 와이브로모뎀카드, 와이브로휴대폰 등 컨
버전스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임.
3) 유용한 콘텐츠 확보
기지국 등의 인프라와 가입자 확보를 통해 뉴미디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가입자를 유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요소임.
- 즉, 미디어 중심의 정보통신시장에서는 이메일, 정보검색, 뉴스
등에서 게임, 음악, 홈뱅킹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 따라서 DMB, 와이브로 등 뉴미디어는 케이블TV, 무선랜, 이동
통신 등 기존 미디어의 서비스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느냐가 시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DMB는 이동통신망을 리턴패스로 활용하는 통합적 방송통신망 구
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방송을 포함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콘
텐츠를 양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문자화되거나 영상화된 정보 및 오락서비스뿐만 아니라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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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뉴미디어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의 콘텐츠별 적합도 분석
방송

분야

콘텐츠종류

정보

엔터테
인먼트

통신

위성방송

초고속
인터넷

이메일

XX

◎

정보검색

XX

◎

증권/금융

X

◎

위치정보/교통

XX

△

게임

XX

◎

방송/연예/스포츠

◎

◎

음악
XX
XX

◎
◎

뉴미디어서비스

무선
인터넷

DMB

와이브로

XX

◎

△

X

◎

X

◎

◎

◎

◎

XX
△

◎

△

◎

△
-

XX
XX
-

통신

채팅
인터넷폰
통화대기음

-

-

◎

쇼핑

쇼핑/예매/예약

XX

◎

◎

금융

홈뱅킹

XX

◎

◎

XX

교육

교육/학습

◎

X

◎

◎

◎
◎

자료：조성윤, 허문행외(2004. 11) 참조재작성.
자주：◎：매우좋음, ○：좋음, △：보통, X：나쁨, XX：매우나쁨

서비스도 가능해짐에 따라 PPV(Pay-Per-View) 형태로영화
나 스포츠중계를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음.
- 이처럼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방송서비스를 받
는 특성을 가진 DMB는 단순한 통신과 방송의 융합 차원을 넘어
서 향후에는‘방송의 개인화’
를 가능하게 할 것임.
그러나 DMB가 아직은 제한적인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
서 초고속인터넷이나무선인터넷 등에 비해서 취약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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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DMB는 방송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과 경쟁관계를 가지며, DMB 기능이 이동통신에 추
가되면 통신사업자의 MOD/VOD 서비스와 대체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임.
고속의 데이터통신을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와이브로
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검색을 통해 뉴스, 생활, 교통 등
의 정보를 습득하거나 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특히 휴대 단말기의 대기화면을 통해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고속멀티미디어 영상회의나 인스턴트메
신저 등의 메시징 서비스를 묶은 통합 커뮤니케이터 등의 콘텐
츠를 제공하여, 기존무선인터넷과 차별화할 계획으로 있음.
- KT와 SKT는 이메일이나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MMS) 등
<그림 Ⅲ-4>
주식거래
통역서비스
주소록관리
탁송, 전보
Fax, 전송
음성정보
티켓구입
생활정보
전자지문
이동은행
계좌조회
날씨정보서비스

와이브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Call Messaging
Local
handling
dependent
s
ervices
Information
services
Gaming
Electronic
commerceDatabasTeransport
access

자료：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5. 3).

교통정보
메시지정보
위치정보
뉴스정보
스포츠관람
도박, 게임
전자우편
일정관리
여행정보
파일전송
인터넷접속
작업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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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콘텐츠 플랫폼으로
준이나 네이트 등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임.
그러나 와이브로는 고속의 전송속도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이나 무선랜, 이동통신 등과 경쟁관계를,
데이터송신과 방송콘텐츠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DMB와 부분적 경
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임.

(3) 사업의 전략적 고려 여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은 전략적 측면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할 것임.
- 즉, 사업자들의 수익창출 여부와 시장선점 가능성 또는 향후 제
공될 서비스와의 연계가능성 여부 등이 전략적 측면으로 고려
될 것임.
먼저 수익성 측면을 보면,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비즈니스 모
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임.
- 즉, 통신사업자는 개별 가입자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통신요금
을 받는 반면, 방송사업자는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대신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입을 얻는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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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주체인 위성 DMB나 와이브로의 경우 기존
서비스와 같이 정액제 요금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수익 창출이
가능함.
- 그러나 지상파 DMB에서 방송사업자는 시청률 향상과 광고 효
과 극대화에 주력하여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반면,
통신사업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보다 무선인터넷 연
결을 유도하여 데이터 통신을 통한 수익 창출에 주력할 것임.30)
·결국 지상파 DMB는 서비스 자체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은 수익확보를 위한 전략
이 다를 수밖에 없음.
다른 한편, 뉴미디어서비스의 수익성이 불확실하더라도, 사업자들
은 기존 서비스와의 연관성과 시장선점 가능성 및 향후 서비스와
의 연계가능성 등에 따라 사업추진의 적극성에 다소 차이가 나타
날 것임.
- 기존 서비스와의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뉴미디어서비스에의
참여는 경쟁관계일 경우 해당시장 선점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우위 확보, 보완관계일 경우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
스 효율화 등이 사업추진의 주요한 목표가 될 것임.
- 통신과 방송의 융합 또는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결합 등으로
진화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정보통신시장에서 사
30) 지상파 DMB에서무선인터넷의연결은광고효과를반감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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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가입자 확보나 관련 기술의 축적 등도 사업추진의 고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인 DMB의 경우 자신들의 고유영역을 침
범하는 것으로 간주한 방송사업자들과 고객이탈을 우려한 이동통
신사업자들의 사업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
- 그러나 통신사업자에게 DMB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존의 자기시장을 잠식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
함.31)
·초기 위성 DMB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TU미디어는 그 효과가
약화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들도 자기잠식 효과를 고려하여 지상파 DMB 관련 투자에 소
극적임.
유·무선통신의 결합인 와이브로를 유선통신사업자는 초고속인터
넷의 연장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기술적인 특성상 이동통신의 연
장으로 파악하고 있어, 사업자간 전략수립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음.
- 즉, 통신시장이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동통신
기반이 취약한 KT는 와이브로를 통해서 이동통신시장에 진입
하려는 측면이 강한 반면, 유사서비스인 HSDPA를 추진하는
31) 예를 들어 이동전화기를 통해 무료로 음악과 TV 방송 수신이 가능해지면서 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서비스매출이감소할것으로우려되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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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경우 와이브로에의 참여는 유선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시장 진입을 견제하려는 측면이 강함.

(4) 관련 법제도의 정비 여부
최근 디지털기술의 진전으로 네트워크와 단말기가 융합하고, 또 정
보의 디지털화로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정보전송의 양방향화가 가
능해졌음.
- 이는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
넷서비스 등과 같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뉴
미디어서비스 출현을 의미함.
그러나 뉴미디어서비스는 기존의 통신과 방송이라는 독자적 영역
개념을 붕괴시킴으로써, 해당 분야의 서비스와 사업자에 대한 적용
법령과 관할부처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주요국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에 따른 법제도의 제정
과 융합화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하
고 있음.
실제 인터넷방송, 데이터방송, DMB, IPTV 등 뉴미디어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정책 및 규제체계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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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융·복합화되는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법·제도가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함으로써 뉴미디어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은 물론
관련 사업자들도 중복적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중간영역 서
비스에 대한 규제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규제기구의 통합 등 통신·방송의 융합화에 따른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규제기구간 정책이념과 정책방향의 차이, 사업자간 이
해관계의 상충, 규제기구와 사업자 간 포획현상 등이 중첩적으
로 나타나면서 이해의 조정이나 의견의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표 Ⅲ-2>

IPTV

주요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관별 견해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
해 특정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통신서
비스
부가통신역무로규정

기획, 제작, 편성된방송콘텐츠
가 실시간으로 공중에게 전달
되는방송서비스
방송법에별정방송사업자제도
를신설하여수용하려는입장

데이터방송, DMB

return path를 구축하여 양방 방송법의 데이터방송/DMB 역
향 서비스를 제공하면 통신서 무 내에 양방향 서비스 개념
비스
포함

해외의경우

일본：이용자와의관계에따라통신또는방송으로분류
영국：방송부가서비스로분류
미국：신규서비스에대해서는시장규모가커질때까지미규제

자료：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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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결국 IPTV의 도입이나 위성 DMB 사업자의 지상파 3사
방송 재전송 등이 지연됨으로써 뉴미디어서비스의 도입이나 활
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2. 서비스 이용자 측면
앞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뉴미디어서비스의 시장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서비스의 성공여부는 서비스 제공자 측면보다
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
다고 할 것임.
- 특히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상당수준에 달하였고, 또한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
서는 이용자의 선호도나 통신요금 수준 등이 시장 확대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비스의 요금수준과 서비스에의 선호도 여
부 등을 고려하여 뉴미디어서비스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간략
히 보고자 함.

(1) 서비스 요금수준
서비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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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통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서비스 요금의 적
정성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의 통신비 지출에 더하여 이용자들
이 부담할 수 있는 서비스 요금의 민감도라고 할 것임.
뉴미디어서비스의 도입시점에 요금이 충분히 낮으면, 통신기술의
특성(이동성과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공간이
기존의 서비스보다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조상섭, 임명환(2003)은 뉴미디어서비스의 도입시점에서 적정
한 서비스 요금수준이 시장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
하였음.
또한 서비스 요금 민감도의 경우 현재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통신비 지출 수준과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요금수준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임.
90년대 중반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통신비
가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음.
- 통계청 자료(2006)에 의하면, 통신비는 지출규모에서 1998년
4만 4,000원에서 2005년에는 13만 4,000원으로 네 배 정도 확
대되었으나, 지출액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05년에
는 전년대비 0.1%에 불과하였음.
- 이처럼 통신비 지출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져, 보완적 성격의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106

<그림 Ⅲ-5>

통신비 및 통신비 지출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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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뉴미디어서비스의 시장 확산에는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32)
뉴미디어서비스의요금 수준을 보면, 위성 DMB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 1만 3,000원 정도의 월정액으로, 지상파 DMB의 경우는 무료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와이브로도 완전정액제, 부분정액제
등 이용자의사용패턴에 적합한 형태의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cdma2000 1x EV-DO 등 기존 이동통신이나 향후 제공
될 WCDMA 기반의 고속데이터 서비스인 HSDPA 등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음.
32)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은 초기부터 정액제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약정 할인 및 전화와
번들을통한가격인하등으로가입자가급격히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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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업체별 와이브로 서비스 요금제도
KT

·보조금：10만원
·기간：2006. 6. 30~2006. 12. 31
·완전정액제：1만6,000원
·부분정액제：기본료+ 종량제3종

SKT
·보조금：10만원
·기간：2006. 6. 30~2007. 3. 31
·완전정액제：3만원

(2) 서비스에의 선호도
서비스 요금과 함께 서비스를 선택하는 또 다른 기준은 이용자 관
점에서 본 선호도를 들 수 있을 것임.
- 즉, 통신시장이 일반전화나 이동통신 등을 통한 음성 위주의 기
본적인 서비스에서 문자, 데이터, 동영상 등 부가적인 서비스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의 제공은 시장 확산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음.
- 이와 관련 제한된 이동성과 발신 중심의 서비스 때문에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해 시장에서 퇴출된 시
티폰이나 보안문제, 이동성 부재, 협소한 커버리지 등으로 무선
데이터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선랜의 경우를 예
로 들 수 있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는 기술의 진전과 소비자 수요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과거 획일화, 표준화된 서비스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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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제는 점차 지능화, 개인화, 멀티미디어화된 서비스로 전환
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관점에서 DMB, 와이브로 등의 뉴미디어서비스는 이용
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임.
·즉, DMB의 경우 방송에 이동성을 부여하고 개인화시켰으며,
와이브로는 기존 통신서비스에 멀티미디어를 더욱 강화함으
로써 소비자 수요변화를 반영하였다고 할 것임.
이러한 수요변화에 따른 이용자 선호도의 반영여부와 함께 신규서
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친숙 정도는 서비스의 성공을 좌우할 또 다

<그림 Ⅲ-6>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

서비스지능화/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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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olution

서비스고도화/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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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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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음.33)
-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들 수 있음.
·이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이미 메일, 채팅, 파일교환,
게시판,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 1,000만여 명의 PC
통신 사용자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이 PC통신보다 훨씬 활용
하기 쉬운 초고속인터넷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폭발적
으로 수요가 늘어났음.
- DMB나 와이브로의 경우도 기존 방송서비스나 무선데이터에
개인화를 부여하거나 전송속도, 전송용량을 강화하면서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에 대한 친숙 정도는 기존
서비스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3) 여기에서소비자에게친숙해야한다는것에는이용자의활용환경까지를포함하는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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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뉴미디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

1. 활성화를 위한 전제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DMB나 와이브로를 통해 본 뉴미디어
서비스의 시장에서의 확산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기술의 진전과 소비자 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뉴미디어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서비스간의 차별화 전략과 업체간 생
존을 위한 마케팅전략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 시장에서는 경쟁,
또는 보완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음.
도입 시점에서 필수적인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관련 업체들의
연구개발 노력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일부 성과를 거두
었음.
- 특히 DMB나 와이브로 관련 기술은 국제표준에 일정부분이 반
영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서
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현재 또는 미래 시장에서 스스로 고
려하는 위치에 따라 서비스를 추진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다는 문제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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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에서 주도적 사업자인 SKT의 경우 3세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공할 HSDPA는 와이브로와 경쟁관계를 형성
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와이브로 사업추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서비스 확산 시점에서는 적정 수준의 가입자 확보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포화 수준의 보급률과 가계에서 차지
하는 가입자의 높은 통신비 비중 등이 수요 확산을 위한 환경에는
부정적임.
- 다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사업자들로서는 합리적인
요금제도 제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노력이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가 주요한 관건임.
한편, 정보통신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어떻게 합리적으
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비되어야 하나,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정비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함.
- 즉, IPTV, T-Commerce 등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는 부처간의
이견과 규제 등으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향후에도 등장할 다양한 뉴미디어서비스가 기존 서비
스들과 경쟁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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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실제로 수요자
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설정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요구됨.
- 또한 정보통신의 발전흐름상에서 추진주체가 뉴미디어서비스
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실제 사업에 어느 정도 집중
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것임.
- 물론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들
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완도 필수적임.

2. 활성화 방향
우리는 Ⅲ장에서 2005년을 전후로 하여 제공되고 있는 DMB와 와
이브로 등 뉴미디어서비스의 시장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
았음.
- 그러나 현재 이들 서비스들이 상용화된 시점에서 그 성공가능
성 여부를 언급하기보다 여기에서 논의된 애로요인들을 통해
향후 시장 활성화에 요구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
적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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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술의 진전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사업자들이 DMB나
와이브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서비스를 개발, 시
장에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할 뉴미디
어서비스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뉴미디어서비스가시장에서 조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련 업체, 그리고 정부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Ⅲ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시해 봄.
- 사업자 측면에서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의 관계(경
쟁 또는 보완)나 서비스 진화과정에서의 연계가능성 등에 따라
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기반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단말기 보급 확대, 다양한 콘텐츠 제
공, 그리고 합리적 요금 설정 등 마케팅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정부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실제 뉴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 표준화 추진 등의 기반 구축이나 관련 법제도
의 정비 등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활성화 방향을 서비스의 진행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 서비스의 도입기에는 계획된 수준의 기술개발의 여부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동
시에 수요에 대한 예측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발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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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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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ㅤ 법제도
비ㅤ

소비자의
수요변화반영

, 확장기에필요한과제

요구됨.
- 한편,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확
장기에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데, 여기에는 단말기 보급, 유용한 콘텐츠 제공과 함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금제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동시에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기반 구축이나 통신과 방송의 융
복합화로 인해 요구되는 법제도 정비 등 정부의 정책지원은 서
비스가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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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전략과제

(1) 사업자 측면
1) 기반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의 효율화
협력과 제휴를 통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
뉴미디어서비스는 기술의 진전과 소비자 수요변화를 사업자와 관
련 업체가 반영하여 제공하는 결과이므로, 관련기술의개발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최초의 기술개발은 연구개발투자와 관련 전문연구 인력
의 투입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성공가능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사이클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뉴미디어서비스를 계획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할 경우 4세
대로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연계가능한지는 물론 사전적 수요
조사를 통해 소비자 의견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기술(또는 서비스) 로드맵 파악이
필요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은 가치사슬의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단말기, 장비, 그리고 콘텐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제휴와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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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연관업체들과의 제휴 및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품질과 이용
자 지향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 특히 최근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개발된 기술
이 국제표준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함.
공동 망 구축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지국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됨.
- 디지털이동통신, PCS 등2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인프라 구
축이나 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투
자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이나, 경쟁이 격화되고, 또 수익창
출도 불확실해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투자결정은 쉽지 않음.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는 수요에 기반한 단계별 망 전개
전략, 기존 통신망의 활용을 통한 매몰비용 최소화, 사업자간 공동
망 구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즉,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수요 밀집지역에는 독자적인 망을 구
축하더라도,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업자간 공동망을 구축하
고 상호 로밍을 통해 효율적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임.
- 결국 이를 통해 중복투자로 인한 사업자들의 소모적 경쟁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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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투자의 최적화 및 효율성을 추
구하도록 함.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선도구매자(early adopter)층 확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
산된 이후에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가입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용자 특성별로 매체나 단말기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존
재하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
를 뉴미디어서비스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이용자들은 세련된 단말기, 저렴한 통신비와 믿을
수 있는 품질, 그리고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잠재 이용자의 심층적 니즈를 단말기, 콘텐츠 및 서비스
전략에 반영하여 다양한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
멀티미디어 단말기 개발 및 보급 지원
단말기의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함.
- 하나는 적정한 단말기 구매가격 제시를 통한 사용자 기반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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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춘 멀티미디
어 단말기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활용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휴대인터넷 관련 설문조사(2004)나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무선인터넷 관련 설문조사(2005)에서 단말기 선
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단말기 가격을 들고 있음.
- 그러나 뉴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말기들은 첨단제
품으로 그 가격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단말기 수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단말기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해 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이 초기 구
매조건에 의한 소비자의 수용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함.
단말기의 형태는 제공되는 뉴미디어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최소한 2~3개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단말기가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3월 지상파 DMB 단말기 판매실적을 보면, PDA보다
휴대용(USB용) 수신기와 휴대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단말기는 뉴미디어서비스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
면서도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두세 가
지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콘텐츠 개발 여건 조성 및 차별화 전략
치열한 뉴미디어서비스 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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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그러면서도 해당 서비스에 기초한 콘
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방송이나 데이터 전송을 근간으로 하는 뉴미디어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들의 지속적인 등장과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부가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해당분야에서 장기간 독점적인 지위를 유
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 예를 들어, DMB는 방송에 특화된 서비스로서 방송서비스의 품
질 측면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수하므로,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개발투자는 물론 급변하는 정보통신의 환경변화에 맞추
어 콘텐츠를 제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더욱이 인터넷콘텐츠의 무료 이용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여 투
자에 상응하는 수익창출도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투자여력이 있고, 서비스를 주도하는 사업자들은 이러
한 현실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콘텐
츠업체들과의 제휴, 협력을 통해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CP)들이 one-source, multiuse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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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 먼저 뉴미디어서비스 사업자들은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콘텐츠 수요를 파악, CP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하
는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와이브로의 경우 활용용도는 정보검색, 게임 및 메신저, 동영
상 등으로, 이용장소는 실외, 이동상황, 실내 등으로 나타났는
데34), 이처럼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활용용도, 이용 장소 등
의 파악은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신규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를 연계한 번들 상품을 제공함
으로써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친숙
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는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유치를 통해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
화시킬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서비스를 신규 서비
스로 보완, 대체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도 설정
유선전화 외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통신비 지출이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수
준임.

34) 지경용, 김문구(2004.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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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통신비 지출에 대해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더 부담감을 가
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결국 통신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증가는 향후 새로운 기능을 가
지고 등장할 뉴미디어서비스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여
지가 많음.
따라서 사업자들은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한계를 완화시
켜 줄 수 있는 수준의 요금으로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함.
- 소비자의가입 장벽을최소화시켜준다는측면에서다양한 할인/
감면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용패턴, 이용량 등 소비자의 수요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요금상품 및결합상품등을도입할수 있음.

(2) 정부 차원
정보통신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또한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
면서, 정부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즉, 규제와 관련된 역할은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며, 이제는 연구
개발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기반 구축과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른 법·제도의 개선 등이 핵심적인 역할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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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핵심역량에 기초한 연구개발 지원
미국 등 선진국에서 계획되는 로드맵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이
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와 향후 개발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는 등 국내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필수적임.
- 이러한 비전하에서 국내업체들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 연구
개발이나 또는 신제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한편, 국내업체들은 후발자로서 선진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
개발 전략에 주력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나, 전반
적인 기술수준은 여전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쫓아가는 후발자
입장에 있음.
- 특히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기술만으로 세
계시장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모바일플랫폼인 WIPI의 경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이 추진되
었으나, 해외 원천기술 보유업체와의 로열티 지급문제가 발생
하였음.
- 따라서 후발자로서의 선진기술을 캐치업(catch-up하는
) 전략
도 중요하지만, 선진기업과의기술격차를 단기간 내에 축소시킬
수있는 선진기업과의기술제휴나 기술개발방향 등전략 모색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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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와이브로 등 뉴미디어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도
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나 협력이
가능할 것임.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지원
독자적인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는 선진기업의 기술표준을 지속적
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과중한 기술료 부담으로 인해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국내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업간 또
는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끊임없이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는
자세가 필요함.
- 동시에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유수
사업자와 긴밀한 공조와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해외 사업자에
게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입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표준화 관련 각종
국제기구회의(ITU, ISO 등)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전자통신표준
화기구 등 지역표준화기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표준화 동향을 파악
해야 할 것임.
- 또한 공식적 표준화기구 외에 각종 기술이나 제품단위로 형성
된 비공식 표준화그룹에도 참여함으로써 발언권을 강화해 나가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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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장에서의 사실상 표준화가 중요시되어 가는 추세에 비
추어 볼 때 자발적인 소규모 표준화그룹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
러한 노력들이 국제 표준화를 채택할 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
서비스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지원 강화
실제 서비스 추진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자 선정과 단말기 보조금
정책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경쟁을 유도하고, 유사한 기능이
나타나는 서비스의 도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90년대 중반 PCS, 시티폰, 무선데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
의 사업자 선정을 통해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나, 다양한 부가서
비스 제공이 가능했던 PCS 이외에는 적정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음.
2) 융·복합화 등에 따른 법·제도 정비
이와 함께 통신과 방송의 융·복합화 현상을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
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구 개편, 사업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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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미
융·복합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계적인 접
근이 요구됨.
먼저 DMB, 와이브로 등 뉴미디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 단계
에서는 단기적 차원의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뉴미디어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환
경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규제는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투
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뉴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개념설정 등을 통해 근본적
인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통신법과 방송법의 통합, 법과 규제를 운영하는 기관의 단일
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기술이나 서비스 중립적인 단일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 서비스 진화방향에 따라 시장을 유연하게 획정하기
위해서는 법과 기관의 통합이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임.
-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규제기구 개편이나 수평적 규제체계 등 새
로운 법제도의 도입이 향후 뉴미디어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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