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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통신과 방송으로 분리되어 있던 매체 환경이 최

근 초고속 인터넷 망과 양방향 디지털방송의 보급으

로 급속히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음

성, 데이터, 영상 서비스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융합화되어 가고 있으며, 통신망을 통해 영상물이 

전달되고 케이블 TV 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고부가가치의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선

보이고 있고, 방송사업자는 기존의 방송서비스에 양

방향 기능을 추가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통신과 방송이라는 전통

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구분이 난해한 통신 •방송 융

합형의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융합형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는 것은 콘텐

츠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등 기술적 기

반을 토대로 통신, 방송사업자들이 서로의 영역에 

진출하여 범위의 경제 구현을 통한 수익극대화를 도

모하고자 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통신사

업자의 경우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

의 일방향적 방송서비스에 양방향성을 추가해 소비

자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서비스 구성에 반

영하려는 동기에서 융합서비스의 제공에 열중하고 

있다. 한편,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의 출현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에게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통신과 방송이 엄격히 분리될 수 있었던 

시절의 규제논리를 새로운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시

키기에는 중복규제나 무규제 등 적잖은 문제점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통신과 방송 각 부문으로의 상호

진출이 활발해져 가는 요즘, 서비스보다는 사업자 

분류에 따라 규제하는 기존의 규제방식은 여러 문제

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과 방송을 모

두 담당하는 통합된 규제기관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규제기관을 기능적 조

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신 •방송 융합의 개념과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통신 •방

송 융합 서비스관련 국내외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대표적인 통신 •방송 융합형 서비스인 

위성 DMB 서비스를 실제로 연구에 적용하여, 국내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주요 동향 및 이슈:       

국내 위성 DMB 서비스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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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신 •방송 융합의 개념과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통신 •방송 융합 서비

스관련 국내외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표적인 통신 •방송 융합형 서비스인 위성 DMB 서

비스를 실제로 연구에 적용하여, 국내 위성 DMB 서비스 관련 정책환경 분석과 더불어 위성 DMB 서비스

와 유사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적 성격을 도출하는 한편,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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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DMB 서비스 관련 정책환경 분석과 더불어 위

성 DMB 서비스와 유사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통

신 •방송 융합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적 성격을 

도출하는 한편,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II. II. II. 통통통통신신신신 ••••방송방송방송방송    융합의융합의융합의융합의    개요개요개요개요        

1. 1. 1. 1. 통통통통신신신신 ••••방송방송방송방송    융합의융합의융합의융합의    개념개념개념개념        

통신과 방송산업의 융합현상은 디지털기술 및 인

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 추세에 있다. 이

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분류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서비스 분

류 기준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출현함에 

따라 기존의 규제제도에 대한 변화 필요성 또한 중

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통

신 •방송 융합과 관련된 산업분류 및 규제기관 재정

립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융합화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명확하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통신 •방송 융합화의 개

념이 학문적 이론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 및 통합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등 통

신과 방송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변화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술발전과 소비자의 수요 다

양화로 인해 새로운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들이 속

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 성격과 유형을 일률

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일

반적으로 통신 •방송 융합은 통신망과 방송망이 결

합된 단일의 망을 통하여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기술 및 규제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망융합을 통하여 통합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

고 이에 따라 기존에 부문별로 분리되어 있던 규제

도 융합되어 가는 총체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국내

에서도 최근 인터넷 이용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통신사업자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활발하

게 전개되면서 케이블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

비스,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통신과 방송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원

리의 도입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통신과 방송

산업 부문간 수직적, 수평적 결합 및 전략적 제휴가 

가속되는 현상이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지난 1996년 통신법 개

정을 통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에 상호 시

장진입과 지분투자를 허용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화

사업자, 케이블 TV 사업자, 컴퓨터사업자 사이에 

활발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다. 장거리전화사업자

인 AT&T의 경우 MediaOne Group을 인수하고, 

Viacom은 CBS를 인수하는 한편, MCI World는 

Sprint를, AOL(American Online)은 Time Warner

를 인수하는 등 미디어기업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

루어졌다. 통신 •방송 융합시대를 맞아 규모의 경제

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기업의 융

합은 복합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

질 전망이다. 따라서 케이블 TV를 통한 전화서비스, 

통신망을 통한 VOD(Video On Demand) 등 수용자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콘텐츠 포트폴리오

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융합현상은 정보형태, 전송매체에 따라 출판산

업, 통신산업, 방송산업, 영화산업으로 분류되던 이

들 관련 산업들을 콘텐츠 제공, 서비스 제공, 매체운

영 및 플랫폼 제공산업 등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시각

이 지배적이다. 통신 •방송 융합의 유형을 기술, 서비

스, 시장 및 정책 •제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세부화시

켜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통신 •방송 융합의 유형 

 세부 유형 특징 

망의 융합 
기술발전에 따른 망의  
물리적인 융합 

기기의 융합 멀티미디어 기술 융합

기술의 융합 디지털기술 

산업간 서비스의 융합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 
서비스 서비스 

융합 
산업내 서비스의 융합 사업자의 판매전략 

사업자의 융합 통신 •방송 사업자간 통합
시장 융합

사업자간 기능적 융합 전략적 제휴 

규제정책의 통합 정책 •제도
융합 규제기구의 통합 

규제제도의 통합 및  
기구의 통합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주요 동향 및 이슈: 국내 위성 DMB 서비스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103103103103    

  

(그림 1) 인터넷방송 서비스의 개념도 

비디오 

오디오 인코딩시스템 

1. 인코딩 Tool과  

OSPREY 보드 

Media Encoder 

On-demand Producer 

Media Presenter 

On-Demand(files)

Live 신호

2. Server 소프트웨어

Media Server

(웹 서버)

Internet

Intranet

비디오 서버

3. 고객측 소프트웨어

Media Player

 

2. 2. 2. 2. 통통통통신신신신 ••••방송방송방송방송    융합서비스융합서비스융합서비스융합서비스    현황현황현황현황     

현재 도입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입예정인 대표적인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은 현재 채팅 사이트 음악 방송 청취

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기존 방송국의 방송

내용을 그대로 저장, 전달하는 형식, 그리고 더 나아

가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

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

되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인터넷 방송 형식이 지

속적으로 발전되어 갈 전망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

터넷 방송을 어느 수준까지로 정의할 것인가도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 방송의 명칭은 웹 캐

스팅(web casting) 혹은 스트리밍 기술을 주로 이용

한다는 의미에서 스트리밍 미디어(streaming me-

dia)라고도 불린다. 2000년 1월에 상정된 방송법에 

의한 인터넷 방송의 정의는 방송법 제 32조에서 기

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

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 방송사업

자 및 전광판 사업자가 전기 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

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

러나 이는 인터넷 방송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한 감이 있다. (그림 1)은 일반적인 인

터넷 방송 서비스의 개념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 

나. VOD 서비스  

 (그림 2)에서와 같이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

스) 서비스는 각종 영상기반 서비스를 일반 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주문 즉시 제공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를 말한다. 즉, 영상 압축기술을 응용

해 이용자가 선택한 영화 등 각종 비디오 프로그램

을 일반 통신망 및 전용망 등을 통하여 서버로부터 

전송 받아 가상 VCR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

스 내용을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대화형으로 탐색할  

 

 

(그림 2) VOD 서비스의 개념도 

콘텐츠 저장,

스트리밍 서비스

과금서버가입자 관리서버 VOD 관리서버

대역폭 관리, 콘텐츠 파일(Mpeg)의 

메타 데이터 연결 

XML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HFC 또는 DSL 네트워크 

콘텐츠  

RTSP 또는 DSM-CC를 이용한  

VCR Function 구현  

(Fast Forward, Rewind, Pause, Play) 

STB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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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 방송의 개념도 

방송 프로그램 관련 정보  

뉴스, 기상ㆍ주식ㆍ교통정보 

상품판매(전자상거래)  

홈뱅킹, 주식거래  

방송시청 중 e-메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방송국 시청자 송신소 

PSTN/인터넷 

  - 젊은층 위주 

- 양방향 정보제공 

- 개인적, 전문적 정보 

- 대중적, 친근함 

- 양방향 정보제공 

  (시청자가 직접 참여) 

- 가족이 공감하는 정보 

- 전자상거래, 인터넷 가능 

- 대중적, 친근함  

- 일방적 정보제공 

 (수동적 정보이용)  

- 오락 정보 위주 

PC통신 데이터방송 아날로그 방송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가상 VCR 기능이란 재

생, 정지, 일시 정지, 빨리 감기, 빨리 되감기 및 임의 

재생, 녹화 등의 기능과 같은 기존의 VCR과 유사한 

기능이다. 따라서 VOD 서비스는 운용원리상 통신

망과 방송망의 활용이 모두 가능하고 콘텐츠 구성에

서도 통신적 콘텐츠와 방송적 콘텐츠가 모두 포함된 

통신 •방송 융합형 서비스에 해당한다[1].  

다. 데이터 방송  

데이터 방송은 방송망을 통하여 송신자로부터 다

수의 수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

반적으로 ‘인터랙티브 TV(ITV)’, ‘대화형 방송’, ‘양
방향 TV’ 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기

존 아날로그 방송에서의 데이터 방송이 주로 TV의 

수직귀선구간(Vertical Blanking Interval: VBI)을 

이용해 문자다중방송 형태로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디지털시대의 데이터 방송은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된 각종 정보는 물론이고 프로그램과 연관이 없는 

인터넷이나 이메일,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멀티비디오 콘텐츠 서비스까지 다양한 단말

기에 제공하는 대화형 TV 서비스가 가능해져 그 개

념과 범위가 더욱 넓어졌고 이에 따라 중요성도 더

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방송은 다양

한 기준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향후 서비스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성격을 가졌다고 하겠다[2]. (그림 3)은 데이터 방

송의 개념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 

라. 기타 서비스  

위에서 예시한 서비스 이외에도 다수의 통신 •방

송 융합서비스가 존재한다. 통신기술, 신소재, 컴퓨

터제어 등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여 특정 송신자가 

위성 혹은 유무선 전용망을 통해, 동시에 옥외전광

판에 동영상 및 문자정보를 뿌려주어 동화상을 원거

리에서 구현하는 서비스인 전광판방송 또한 통신 •

방송 융합적 서비스의 전형으로 광고 및 뉴스를 그 

주된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신문사들에게 있어서 그간 

금지되었던 방송사업 진입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전

광판방송의 내용은 불특정다수의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인

정되고 있어 비록 전광판방송의 운영원리가 통신망

을 통한 일지점 대 다지점의 통신이고, 시설물이 옥

외전광판이지만 방송법에서 유사방송의 형식으로 

인정하여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외

에 디지털화된 방송 콘텐츠를 송출하여 장소에 관계

없이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인 지상파 및 위성 DMB 서비스,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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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TV용 방송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FM 

망을 통해 무선호출 신호 및 문자 정보를 송신하는 

FM 호출 서비스, FM 망을 통하여 한정된 다수에게

문자정보를 송신하는 FM 부가서비스 등도 방송망

을 통한 통신유사 서비스로 볼 수 있다. 

3. 3. 3. 3. 주요주요주요주요    선진국의선진국의선진국의선진국의    통통통통신신신신 ••••방송방송방송방송    융합융합융합융합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분류분류분류분류    

기준기준기준기준        

주요 선진국에 있어서의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분류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게 유형화되어 있

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통신 또는 방송서비스 

중의 하나로 구분하는 양분법적 접근을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통신 또는 방송서

비스와는 구분되는 제 3의 영역으로서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각국

별로 구체적인 분류기준과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정보의 처리 또는 가공여부에 따라 융

합서비스로 데이터서비스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여론 형성적 내용 포함 정도와 송신자의 의

도가 반영된 편성 유무에 따라 융합서비스로 미디어 

서비스와 텔레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일본 

 

<표 2> 주요국의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분류 기준 

및 유형 

구 분 분류 기준 분류 유형 

미국 정보의 처리 및 가공 유무 데이터서비스 

독일 
여론형성적 내용 여부 및 
편성 유무 

미디어서비스, 텔레서비스

일본 
수신의 특정성 
(특정수신자 및 공중) 

공연성을 가진 통신,  
한정성을 가진 방송 

프랑스 사적접속 및 공공전달 여부  
이중기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의 경우는 송신자가 특정수신자에게 송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연성을 가진 통신과 한정성을 가진 

방송으로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는 사적 접속 및 공공전달 여부에 따라 통신과 방

송을 구분함과 더불어 그 중간영역으로의 이중 기

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

신 •방송 융합화에 따른 서비스 분류에 있어서 통신 

또는 방송 규제 중 어느 쪽에 기준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신과 방송 양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규

제 강도와 맞물려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를 테

면, 방송의 규제원칙은 통신에 비해 대체로 엄격한 

진입규제와 내용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방송에 준거 

기준을 두어 경계영역적 서비스에 대한 분류를 적용

할 경우 많은 제한을 받게 되어 서비스 활성화가 저

해될 수도 있으며 수용자의 잠재적 혜택이 실현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나치게 완만한 

규제는 시장질서의 교란과 불건전한 내용물의 범람

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3]. 주요국의 통신 •방송 융

합서비스 대응사례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ⅢⅢⅢⅢ. . . . 통통통통신신신신 ••••방송방송방송방송    융합형융합형융합형융합형    서비스로서의서비스로서의서비스로서의서비스로서의    

위성위성위성위성 DMB  DMB  DMB  DMB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1. 1. 1. 1. 위성위성위성위성 DMB  DMB  DMB  DMB 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    정의정의정의정의    및및및및    특성특성특성특성        

위성 DMB 서비스는 지난 1992년 WARC(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에서 방송용 주

파수로 할당한 극초단파(UHF) 대역인 2,535~ 

2,655MHz의 120MHz 대역을 이용한 서비스로서, 

(그림 4)에서와 같이 음성과 영상 및 데이터 정보를  

 

<표 3> 주요국의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대응사례 비교[4] 

구분 영국 프랑스 독일 

네트워크와 콘텐츠 
규제 분리 여부 

완전분리: (방송)콘텐츠의 전송서
비스는 전자통신서비스에 해당 

불완전 분리: 무선방송망은
방송규제 

규제기관 통합 여부 Ofcom으로 통합 
ART가 유선망 규제, CSA가
무선망과 방송콘텐츠 규제

주파수 배분 Ofcom ANFr 

기본적으로 방송(州 규제)과 통신(聯邦
규제)으로 구별하면서도, 양자에 속하
지 않는 서비스들을 제3의 법률로 미디
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로 양분하여 州
와 聯邦이 인위적으로 분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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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위성 DMB 서비스 개념 

방송형 콘텐츠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DMB 방송센터 

DMB 송출센터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Mobile IP

이동전화망 휴대형 단말기를 

통한 시청/청취 

차량 탑재/거치형 

단말기를 통한 시청/청취

음영지역 중계기

(Gap Filler)

Ku-band

14GHz

Ku-band
12GHz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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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기지국을 통하여 위성으로 전송하고, 위성의 

트랜스폰더가 이 신호를 L-band(1~2GHz) 또는 S- 

band(2~4GHz) 대역의 주파수로 전환시켜 지상의 

휴대폰과 PDA 등의 이동 단말기를 통해 송신하는 

신 개념의 통신 •방송 융합형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

다. 위성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 DMB 서비 

스와는 차별되며, 고출력과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적 네트워크와 이동수신에 유리한 기술적 특성

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위

성 DMB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에서의 수신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 방

송을 통해서도 디지털기술과 압축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이들은 모두 

케이블 망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서

비스에 한계가 있다. 반면, 위성 DMB 서비스는 소

규모의 설비만으로도 기존의 매체와는 차별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2. 2. 2. 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환경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는 통신과 방송 분야의 정책 및 규제기구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즉,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더불어 담당 정책 및 규제

기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중복규제 또는 무규제가 야

기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은 방송위원

회가 담당하되,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방송법 제27조). 반면에 주파수의 배분과 할당

(전파법 제9조, 제10조) 및 방송표준방식에 관한 업

무(전파법 제37조)는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도록 분

리하고 있고 방송사업자의 허가에 있어서도 방송위

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권

을 부여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송법의 적용을 받고 위성 DMB 서비스는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이동중 

수신을 주 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TV와 라디

오 방송 및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이

동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송사

업자 분류에서는 위성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

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운영 채널 수, 의무전송 채

널 구성 등의 관련 조항에 있어 위성 DMB는 한정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성상 채널 구성에 있어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법령 수

정 또는 신설이 요구되어 진다. 더불어 대기업 및 통

신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지분상한 규정과, 지상

파 DMB 서비스 참여 제한 등의 조항은 방송산업 개

방 문제 및 통신 •방송 융합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 여 

고려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또한 보유하고 있다. 한

편, 위성 DMB 서비스 사업자 선정시기는 위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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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위성 DMB 관련 정책방안 

구분 관련법 주요 내용 비고 

사업권 추천 방송법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 
(법제9조） 

위성방송사업

방송국 허가 전파법 
정통부장관의 허가 
(법제34조) 

위성 및 지상 
주파수 

진입 규제 방송법 

대기업 지분제한 33% 
(법제8조) 
외국인 지분한도 33% 
(법제14조） 

컨소시엄 구성

 

<표 5> 사업허가 관련 규제 

사업자 지위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추천시기 위성발사시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선정 방식 비교심사(RFP) 방식 

법 개정 의무전송 등 규제조항 개정 추진  

 

사시점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될 예정이며, 기술표준

은 SystemE를 국가 표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표 4>와 <표 5>는 위성 DMB 관련 정책방안과 

사업허가 관련 규제를 정리한 것이다[5].  

3. 3. 3. 3. 유사유사유사유사    매체매체매체매체    서비스와의서비스와의서비스와의서비스와의    비교비교비교비교[6][6][6][6]    

가. 지상파 DMB와의 비교  

DMB 서비스는 전송방식에 따라 지상파 DMB 

서비스와 위성 DMB 서비스로 구분된다. 서비스 

영역이나 대상에 있어서 두 매체가 상호 유사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상파냐 위성이냐 하는 전송 채

널의 특징을 또한 동시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징

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전송 채널

의 차이를 강조하여 “위성 DMB”라는 용어보다는 

“SDR(Satellite Digital Radio)”이라는 용어를, 미국

에서는 “SDAR(Satellite Digital Audio Radio)”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지상파 

DMB와 구별되는 위성 DMB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

보면, 먼저 위성의 커버리지 속성에 기인하는 단일 

주파수망의 실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지역적인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상파 DMB와는 달리 

위성 DMB는 전국을 그 서비스 대상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전송 가능한 콘텐츠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위성 DMB 서비스의 콘텐츠

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며 PDA, 휴대폰, 차량 

단말 등에서 구현 가능한 음성과 영상 콘텐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포함하

고 있으나, 지상파 DMB 서비스는 음성과 데이터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상파 DMB 서비스의 

채널이 일반적으로 192kbps의 전송용량을 보유하

고 있어 동영상의 수용이 불가한 데서 기인한다. 셋

째, 위성 DMB 서비스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나 차

량용 단말기를 통한 이동 서비스가 중심이며, 따라

서 고정수신 서비스나 제한적 이동수신 서비스 위

주인 지상파 DMB와 역시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위성 DMB 서비스는 지상파 DMB 서비스와는 이

질적인 수익모델을 갖는다. 지상파 DMB 서비스가 

광고료 수입에 의존하는 무료 방송으로서 공익성 

및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음에 반해, 위성 DMB

서비스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그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유료 방송이다. <표 6>은 위성 DMB 서비스

와 지상파 DMB 서비스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

한 것이다.  

 

<표 6> 위성 DMB 서비스와 지상파 DMB 서비스의 비교 

구분    내    용 

 위성 DMB    지상파 DMB    

커버리지 전국을 서비스 대상으로 커버    지역적인 한계성 보유    

전송 가능 
콘텐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 PDA, 휴대폰, 차량 단말 등에서 구현
가능한 음성과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포함 

음성과 데이터 중심(지상파 DMB 서비스의 채널이
일반적으로 192kbps의 전송용량을 보유, 동영상
의 수용이 불가한 데서 기인) 

이동 서비스    개인용 휴대 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한 이동 서비스 중심 고정수신 서비스나 제한적 이동수신 서비스 위주

수익 모델    수신료를 그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유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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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위성 DMB 서비스와 디지털 위성방송의 비교 

구  분 내    용 

 위성 DMB 디지털 위성방송 

이동 수신 
방송 출력이 높기 때문에 무지향성 안테나를 이용, PDA, 
휴대폰, 차량단말기 등에서 손쉽게 서비스 구현 가능 

제한적(이동 수신을 위해서 위성을 추적하는 능동
형 수신안테나와 이동체 전용의 셋톱박스 필요) 

서비스 제공 
화면 

제한된 화면을 이용,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휴대용 단
말기를 통한 특화된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 

넓은 대역폭을 이용, 각종 콘텐츠들을 고화질의 대
형 화면을 통해 제공  

   

나. 디지털 위성방송과의 비교  

일반적으로 위성방송은 TV 프로그램이나 음성 

프로그램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위성을 통하여 전송

하는 방송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5년 무궁화 위성의 발사와 함께 위성방송 시대

가 개막되었으며, 방송의 디지털화라는 논의가 본격

화되면서 위성방송 역시 디지털화라는 과제에 직면

하게 되었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

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디지털 위성방

송을 서둘러 출범시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위성 

방송은 대부분의 경우 고정 수신을 주목적으로 

12~14GHz 또는 4~6GHz 주파수 대역의 위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따라서 위성 DMB 서

비스와 유사하게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고품질의 

방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수신료를 그 주된 수

입원으로 하는 유료 방송이다. 그러나, 디지털 위성

방송은 위성 DMB 서비스와는 달리 이동 수신에 있

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디지털 위성

방송의 경우에는 이동중 방송 수신을 위해서는 위성

을 추적하는 능동형 수신안테나와 이동체 전용의 셋

톱박스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위성 DMB 서비스는 

방송 출력이 높기 때문에 무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

여 PDA, 휴대폰, 차량 단말기 등에서 손쉽게 서비스

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는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여 각종 콘텐츠들을 대형 화면

을 통해 제공하게 되지만, 위성 DMB 서비스는 제한

된 화면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고화질, 대형 화면의 디지털 위성방송

과는 달리 위성 DMB 서비스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

한 특화된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위성 

DMB 서비스와 디지털 위성방송의 차이점을 비교

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다. IMT-2000 서비스와의 비교 

IMT-2000 서비스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 개

념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로, 콘텐

츠의 내용이나 성격 차원에서 볼 때 위성 DMB 서비

스와 장차 경쟁적 성격을 갖게 되는 매체임에 분명

하다. 그러나 IMT-2000 서비스가 통신서비스를 기

본으로 하는 것에 반해 위성 DMB 서비스는 방송서

비스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구별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첫째, 데이터 전송 속도에 있어

IMT-2000 서비스는 여타 이동통신 기술이나 위성 

DMB 서비스와 비교할 때 뛰어난 성능을 갖는다. 예

컨대, IMT-2000 서비스는 이동 시에는 144~384 

kbps, 정지 상태에서는 2.4Mbps까지의 전송속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위성 DMB 서비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최대 1.5Mbps 정도까지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IMT-2000 서비스는 높은 

전송률을 바탕으로 한 각종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서비스 동시 접속자 수에 

있어서도 양 서비스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통신서

비스 기반인 IMT-2000 서비스의 경우 이용 가능한 

채널 수가 셀 당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 동시 이용자 

수 역시 한정되는 특성이 있으나, 위성 DMB 서비스

의 경우에는 수신 권역 내에서는 이용자 수에 제한

을 거의 받지 않고 수신이 가능하다. 셋째, 서비스인

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IMT-2000 서비스의 경우 멀

티미디어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대량의 셀 단위 설

비투자가 요구되어지나, 위성 DMB 서비스는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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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위성 DMB 서비스와 IMT-2000 서비스와의 비교 

구분 내    용 

 위성 DMB IMT-2000 

데이터  
전송속도 

평균적으로 최대 1.5Mbps 정도까지만 지원 가능
이동시 144~384kbps, 정지시 2.4Mbps까지 전송속도 구현 
(높은 전송률을 바탕으로 각종 부가가치서비스 제공 예상) 

서비스 동시 
접속자 수 

수신 권역 내에서는 이용자 수에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수신이 가능 

이용 가능한 채널 수가 셀 당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 동시  
이용자 수 역시 한정되는 특성 

서비스  
인프라 

광역의 서비스 지역을 단일 송신소에서 수용 가능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대량의 셀 단위 설비투자가
요구 

요금부과 
방식  

월 단위 서비스 이용료만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 

일반 통화료 이외에 각 콘텐츠별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 

   

의 서비스 지역을 단일 송신소에서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요금 부과방식에 있어서도 양 서비스는 

서로 구분된다. IMT-2000 서비스의 경우 단말기로 

문자 및 음성정보, 그리고 동영상 정보를 실시간으

로 이용하는 모바일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 

통화료 이외에 각 콘텐츠별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하

게 되나, 위성 DMB 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단위 서

비스 이용료만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

렴하다고 할 수 있다. 위성 DMB 서비스와  IMT-

2000 서비스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8>

과 같다.  

4. 4. 4. 4. 위성위성위성위성 DMB  DMB  DMB  DMB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도입에도입에도입에도입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전망전망전망전망        

국내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위성 DMB 서비

스는 현재 세계 주요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음성 

및 일부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로서, 이동전화 단말 겸용의 수신기로 음성과 

동영상은 물론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유료 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모바일 정보 

미디어로서의 역할 부여가 가능한 매체서비스로 이

동 수신이라는 차원에서 휴대전화와 결합 단말기의 

통합이 가능하며, 각종 영상 및 데이터의 송신이나 

쌍방향  서비스가 부가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동전화 단말기 시

장, 콘텐츠 시장, 관련 기기 및 서비스 시장 등에 있

어서도 새로운 산업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파수 이용효율성의 극대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장점을 발견

할 수 있다[5].  

한편, 위성 DMB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익을 살펴보면, 이동중

에 양질의 비디오 및 오디오 방송을 시/청취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등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는 측면과 가정에서 

PC 및 TV를 중심으로 정보화가 가능한 것처럼, 자

동차 안에서 차량용단말기를 중심으로 정보화를 달

성할 수 있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기

능을 제공하는 지상파 DMB, ITS, 3G 이동통신 등

과의 비교를 통한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측면도 

이용자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이다. 아울러 국

가적인 측면에서도 통신과 방송의 융합적 특성을 가

지는 위성 DMB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으

로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희소자

원인 위성궤도를 확보하여 국내 위성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위성 DMB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정

적인 입장도 다소 제기되고 있는데, 예컨대 위성체 

발사 및 관리비용, 단말기 구매 및 이용료, 관련 기

술개발 비용 등이 넓은 의미에서 이용자인 소비자에

게 부담되어진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위성 DMB 서

비스의 연관 효과와 콘텐츠 및 정보 등에서 얻어지

는 이용자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위성 DMB 서비스는 아직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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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기술 개발의 정도와 서비스할 콘텐츠의 성격

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서비스

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이에 대한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ⅣⅣⅣⅣ. . . . 시사시사시사시사점점점점        

통신과 방송의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형 서비스의 

실현이 세계 통신, 방송시장의 대세로서 자리 잡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통신 •

방송 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특히 곧 국내에서 상

용화 예정인 대표적인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인 위

성 DMB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당

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향후 시장 환경을 

둘러싸고 사업자 선정 논란과 기술 표준방식의 결정, 

주파수 획득 등 여러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제기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위성 DMB 서비스의 성격 해석

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 갈등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위성 DMB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

는 사업자들 간에 사업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

이 예상되고 아울러 경쟁 및 보완 관계에 있는 각종 

디지털 기반 매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바, 

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그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위성 DMB 서비스 도입에 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기존 서비스

나 유사 서비스와의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신규 서

비스 발굴이나 마케팅 활성화가 가능한지 알아볼 필

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와 시장간의 영향력 관계 분

석을 통해 시장이 서비스 창출의 근원이 되는지 혹

은 서비스가 시장을 만들어 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표준 선정의 문제는 시장성과 국제 

표준화 흐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해 정부는 사용자나 시장의 효익을 더욱 증대시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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