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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텔레비전(Television)은 ‘멀리’라는 뜻의 그리스

어 ‘Tele’ 와 ‘본다’라는 뜻의 라틴어‘Videre’의 합

성어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영상을 전자기파를 이

용해 먼 곳으로 전송하는 장치이다. 1926년 출현한

TV는 1931년 미국에서 최초의 실험방송, 1937년 영

국 BBC에서 최초의 상업방송을 시작했다. 최초의

칼라TV는 1954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 경기는 최초로 통신위성으로 중

계방송 되었다. 1920년부터 시작된 라디오와 더불

어 TV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실시간 매체로 자리매

김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속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다양한 미

디어를 기반으로 TV 시장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한

시청자와 방송사 간 양방향 서비스가 화두로 부상

하며 신유형의 미디어 서비스인 ‘스마트TV’라는 개

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초기 양방향 서비스로는 시

청자가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선택하는 주문형 동

영상(VoD, Video on Demand)이 대표적이었으며,

TV 시청 중 이용 가능한 부가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문형 동영상도 선

택 가능한 콘텐츠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정

한 의미에서의 쌍방향 서비스는 아니며, 부가 서비

스의 수준도 열악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와 같은 인터넷 접속 TV의 제한적 서비스에서 한

단계 나아가, 보다 능동적인 방송 서비스 이용이 가

능한 TV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스마트TV의

등장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TV는 ‘TV, 인

터넷, 스마트폰을 하나로 융합하여 웹(Web) 영상물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콘텐츠를 제공

하는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기반 TV’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에

TV와 인터넷이 결합하면서 인터넷TV 형태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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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 2010년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를 극대

화할 수 있는 본격적인 스마트TV가 등장하였다. 구

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와 컴퓨터 회사들의 TV

사업진출 계획이 발표되면서 현재의 스마트TV 경

쟁이 시작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은 지금까지 크게 앞서 언

급한 스마트TV, OTT(Over-the-top), Hybrid TV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OTT는 주로 기존

PP(Program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

이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로, 웹TV로

도 불린다. Hybrid TV는 주로 기존 네트워크 기반

방송 사업자가 인프라 기반 사업에서 서비스 기반

사업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

공하고 있다. 

셋톱박스형

실시간 방송연계형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전용 TV일체형

복합기기형 단독기기형

<표 1> 다양한 스마트TV 개발 현황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스마트TV의 영향과 정책과제」, 2011년 1월 6일.

* 자료 : 한영수, “구글TV와 애플TV로 미리 본 스마트TV 시장의 경쟁”, 『LGERI 리포트』,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TV 산업발전전략』, 2011년.

구 분 전통TV
Cable TV Broadband TV

스마트TV
IPTV Web TV

전달방식 전파 케이블/인터넷망(일반망) 인터넷망 인터넷망(프리미엄망)

양방향성 없음 부분적으로 있음 있음 있음

콘텐츠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확보한 케이블/통신사업자가 확보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모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응용 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TV수상기/셋탑박스

불특정 소비자/전문 개발자가

프로그램
없음

소수의 프로그램
제조업체가 제작공급하는

제작공급하는 다수의 프로그램
소수의 프로그램

요금체계 무료(TV시청료) 유료 부분적 유료 유/무료 혼합

가입의무 없음

주요 서비스
-

가입자 기반 사업자가 제작한
-

사업자·전문개발자·소비자가

및 특징 프로그램 지상파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App)

이용 지상파 및 VOD

KBS/MBC/SBS
GS강남방송, CJ헬로비전, LG, 삼성 인터넷TV 구글 TV

예시
ABC/CNN/NBC

myLGtv, Qook, 케이블비전, OTT(Hulu/Vudu/Netflix) 애플iTV

컴캐스트 애플TV 삼성, LG

<표 2> 스마트TV와 기존 TV의 특징 비교

(‘99.3월 출시, 
방송녹화겸용 셋톱박스)

(‘10.9월 출시, 
누적판매 백만대)

(누적판매 백만대)

(영국 지상파 플랫폼)

(누적판매 4.5천만대)

(누적판매 4.2천만대)

(‘10.10월 출시) (‘10.10월 출시)

(‘10.10월 출시)

(5백만대 판매 추정)(‘0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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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TV 시장을 둘러싸고 애플, 삼성, 엘

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노키아 등 기기 제조업

체, 구글 등 인터넷 업체, 버라이즌(Verizon) 등 통

신업체, 그리고 NBC, ABC 등  방송사들이 합종연

횡을 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TV, 제조사의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바탕

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국내외 스마트TV 주요 제조사
추진 현황 [1-8]

1.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RSS 기반의 정보 서비

스를 TV에서 실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

비스를 TV에서 제공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시도로 2009년 본격적으로 스마트

TV가 관심을 끌면서 삼성전자는 ‘Internet@TV’를

출시하였다. 자체 OS 플랫폼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바일용 플랫폼인 Bada를 TV

플랫폼으로 확대 운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메이저 콘

텐츠 제공자들과 제휴를 추진하였고 한국, 미국, 영

국, 프랑스, 독일에서 애플리케이션 콘테스트를 개

최하여 삼성 스마트TV의 관심 유발과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다.

2010년까지는 TV에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콘텐

츠와 애플리케이션 제공과 DLNA 기반 스마트기기

간 콘텐츠 공유 기능 제공 등 방송콘텐츠와 분리된

독립적인 기능제공 위주였다면 2011년부터 업데이

트된 삼성 스마트TV는 개방형 플랫폼의 강화, 통합

검색기능,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방송정보 바로보

기 서비스 등 방송과 인터넷을 통합하는 스마트허

브(Smart Hub)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통합

검색 기능과 관련하여 기존의 ‘Internet@TV’에는

방송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응용프로그램 및

DLNA기술을 이용한 댁내의 콘텐츠를 통합해서 검

색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것을 통

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TV

상황에 맞는 검색 항목 및 상황별 추천어 제공 기능

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증대시켰

다. 2012년 CES에서 서비스 및 사용성을 한층 강화

한 뉴 스마트 허브를 공개했다. 또한 음성인식, 동

작인식, 얼굴인식 등을 통해 채널 및 볼륨 변경, 스

* 자료 : 김대진, “스마트TV 현황 및 발전방향” PD Issue Report 10-8호, 2010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세계시장
전체 TV 220 245 270 300

(단위:백만대)
스마트TV(ConnectedTV포함) 38 56 72 100

점유율 17.2% 22.9% 26.7% 33.3%

국내시장
전체TV 226 238 250 262

(단위:만대)
스마트TV(ConnectedTV포함) 29 54 80 131

점유율 12.8% 22.7% 32% 50%

<표 3> 스마트TV의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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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허브 로그인과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지원함으

로써 UI의 직관성을 높이고, 삼성의 스마트TV 전

용 앱스토어의 콘텐츠 라인업도 보강하였다.

삼성의 스마트TV는 세계 최초로 TV와 앱스토어

를 결합한 본격적인 스마트TV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개발자 SDK 제공을 통한 다양한 TV 전

용 앱 개발 활성화는 물론, 블록버스터(Block-

buster), 부두(Vudu), 넷플릭스(Netflix), 판도라

(Pandora), 훌루(Hulu), ESPN 등 인기 있는 멀티

미디어 콘텐츠 파트너와 제휴를 통해 TV에서 인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환경과 마찬가지로 전용 앱을 통하여, 구글지도, 유

투브(YouTube), 피카사(Picassa) 등의 구글서비스

와 트위터(Twiter), 페이스북(Facebook), 싸이월드

(Cyworld) 등의 SNS, 다양한 게임, 뉴스, 날씨 정

보 등을 TV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성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확보 환경

의 애플에 비해 훨씬 취약한 상황이지만, TV용 앱

스토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홍보를 통해 이러

한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커넥티드

TV 시장부터 손잡아 온 콘텐츠 파트너와의 우호관

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는 LED, 3D TV 등 평판 TV 분야 세

계 최고 수준의 제조사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최신 기술의 일체형 TV 하드웨어와 스마트TV 플랫

폼을 결합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스마트

TV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사와의 파트너십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

삼성전자는 FPD(Flat Panel Display) TV가 향후

LCD에서 OLED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변경이

있을 지라도 TV의 기본 필수 기능적 개념은 스마트

TV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

기본방향으로 개발자와의 상생을 통한 애플리케이

션 확보하고 디지털 기기와의 연동 기능에 중점을

두며 애플리케이션 콘테스트를 통해 양은 물론 질

적인 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경쟁사에서 찾아보

기 힘든 3D 그래픽과 화면 등 차별화된 애플리케이

<그림 1> 삼성전자 스마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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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지원하고 최고의 편의성을 지원하는 UI와 메

뉴를 구성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전략은 일단 구글TV에 합

류하되 장기적으로 자체 운영체제를 키워 스마트

TV 시장을 주도하여 스마트TV를 바탕으로 7년 연

속 세계 TV 판매 1위 신화를 이어가고 스마트TV 시

장 석권하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제품 판매에 주력하

기 위해 케이블 TV, IPTV 등 방송사업자들과의 콘

텐츠 제공 협상에서 방송 제공 방식이나 과금 체계

를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는 TV 방송 서비스를 자사 스마트TV 플랫폼 ‘스마

트허브’ 에 TV용 앱 형태로 제공할 방침이었으나,

협력사의 반대로 기존 셋톱박스와 동일하게 방송을

먼저 보여주고 스마트TV 기능은 별도 선택하는 방

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금 방식도 콘텐츠 협

력사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 대신 모든 서비스 비용

을 해당 사업자가 취하고 삼성은 서비스 유지·관

리를 위한 최소 비용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

였다. 특히, 삼성은 스마트TV 판매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TV에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

는 셋톱박스 형태의 제품은 출시하지 않을 방침이

다. 

2. LG전자

LG전자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TV 시장에서도 경쟁사인 삼성에 비해서 조

금 늦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보다 다소 늦게 스마트TV 플랫폼 SDK

를 오픈한 LG전자는 개발자를 위한 쉬운 개발 환경

제공, 소비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통합검색/추천

/SNS, 지속적인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차

별화 강화를 위한 음성, 동작인식 등의 다양한 입력

장치 제공들을 목표로 스마트TV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개방형 플랫폼 형태

의 스마트TV가 출시되기 전부터 고급형 평판TV에

‘매직모션리모콘’ 을 기본으로 제공하였고 화면을

바로 터치하여 입력할 수 있는 펜터치 PDPTV 출시

하였다. 더 나아가 사용자의 제스처와 음성을 인식

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시장

출시 전략으로 삼고 있다. LG전자는 IFA2010에 동

영상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스마트TV 플랫

폼인 넷캐스트 2.0을 내장한 스마트TV를 출품했

다. 개방성과 사용자 경험 측면을 강화하기위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와

입력장치로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홈 대시보드

로 이름 붙여진 스마트TV의 GUI는 실시간 방송,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등의 프리미엄 콘텐츠, 앱스

토어, 선호채널, 추천 콘텐츠 등을 각각의 카드 형

태로 한 화면에 배치하여 쉽게 다양한 콘텐츠와 애

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OS플랫폼 개

발보다는 하드웨어 차별화에 주력하고, 콘텐츠를

카드 형태로 보여주고 쉽게 고를 수 있게 하였으며,

콘텐츠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에서 즐길 수 있는 스마트 쉐어(Smart Share) 기술

을 제공하였다. 

LG전자는 관련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Global Content Aggregator, PayTV, 구글TV 등

과 제휴를 통한 글로벌 시장 고품질TV 판매 전략을

추진하였다. 구글 플랫폼을 이용한 구글TV를 제작

하고, 월트 디즈니와 콘텐츠를 제휴하였다. 2010년

9월 19일, 콘텐츠를 생산하는 CJ와 스마트TV분야

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2010

년 11월, LGU+는 셋탑박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TV

앱스토어와 웹브라우저에 접속이 가능한, IPTV연



2013년 1월   79

국내외 스마트TV 제조사 추진 및 전망 79

계형 ‘ U+ TV Smart7’ 을 출시하였다. 특히, 외부

개발자들이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를

개방하여, 향후 현재 스마트폰에만 한정된 ‘ OZ스

토어’ 와 연계를 추진하였다. 

2011년 1월, 북미 최대 방송사인 컴캐스트

(Comcast)와 제휴하여, 2011년부터 3DTV등 고급

형 모델을 위주로 스마트TV를 출시하였으며, 한국,

미국, 유럽, 브라질 등에서 고급TV의 70% 이상을

스마트TV로 출시하였다. 2012년 1월, 미국의 앱 개

발업체인 스카이그리드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확보

한 ‘터치TV’앱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독자적인 ‘LG 앱스 TV’ 를 열고 60개국에서 400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스마트TV

누적 접속 2억 회를 넘겼다. 2012년 5월 구글TV

2.0을 탑재한 스마트TV도 미국 한정으로 출시했

다. 

스마트TV 시장에 대한 LG전자의 기본 방향은 자

체 OS 플랫폼을 개발하는 대신 개방형 플랫폼을 채

용한 고품질 HDTV를 기반으로 스마트TV 제품을

기획하여 하드웨어 차별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단

시간에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Vudu, 시네마나우 등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독자적

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자체 앱스토어를 구축하

고 있으며, 최근 구글과의 제휴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중에 있다. 

최고 수준의 사용자 편의성과 재미있고 실용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갖춘 스마트TV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스마트TV의 표준을 제시

해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전체

TV 제품 중 절반 이상으로 스마트TV 라인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강의 스마트TV를 상품화

를 위해 프로슈머들의 의견을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

하고자 LG전자가 선정한 파워 블로거와 IT전문가들

로 구성된 스마트TV 프로슈머(Prosumer) 그룹(LG

스마트TV 랩, 20명)을 발족했다. LG전자는 제품 판

매보다는 스마트TV 플랫폼 확대와 생태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립스와 범업계 스마

트TV 연합체 ‘스마트TV 얼라이언스(Smart TV

Alliance)’를 출범했다. ‘스마트TV 얼라이언스’는 소

<그림 2> LG전자 스마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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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스마트TV 경험 향상을 위해 비독점적 애플

리케이션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고, 개발자의

플랫폼 독립적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며, 현재 LG전자와 TP 비전(필립스 자회

사)을 중심으로 참여 멤버를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

다. 또한 LG전자는 보다 많은 소비자가 스마트TV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셋톱박스

형 ‘ 스마트TV 업그레이더’ 를 출시하고 일반 TV 보

유자의 스마트TV 플랫폼 편입을 유도 중이다. 

3. 애플

애플의 iTV는 기존의 폐쇄형 플랫폼(iOS, Mac기

반 OS X에서 iOS로 변경)과 앱스토어 기반 스마트

TV 형태를 유지하면서, 콘텐츠 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체를 장악하여 통제를 통한 수익 추구를 목

표로 삼고 있다. 특히, 애플은 ‘아이튠즈(iTunes)’

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 ‘아이클라우

드(iCloud)’, ‘에어플레이(AirPlay)’ 등의 멀티스크

린 기능, ‘시리(Siri)’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한 혁신적

인 UI 등을 차세대 스마트TV 상에 구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콘텐츠 확보를 위한 방송사 진영과

의 합의에 대해서는 ‘방송사 진영의 견제로 시장 안

착이 쉽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과 ‘신규 수익 창출

을 노리는 유료 방송사들이 협력할 것’이라는 의견

이 양립 중에 있다. 스마트TV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검색 중심의 구글과 하드웨어와 콘텐츠 결합 중심

의 애플의 특성상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큰 차이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모

두 어느 한 쪽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며, 양쪽

모두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은 안드로이

드 마켓을 통해 네이티브앱에 대응하고, 애플도 이

미 별도의 웹앱 전용 스토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글의 가치사슬방식은 무료 콘텐츠+광고 방

식이며, 케이블의 경우는 유료+광고방식, 그리고

애플 아이튠스의 경우는 유료방식으로써 이와 같은

세 가지 모델이 현재의 스마트TV의 수익구조를 형

성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글로벌 최강자인 애플은 2007년 제1

세대 애플TV를 출시했으나 셋톱박스 형태에서 상

대적으로 고가이고 인터페이스가 미흡하여 사용이

어려우며 특화된 콘텐츠가 부족해 실패했다. 2010

년 9월 제2세대 새로운 애플TV를 비교적 저가의 셋

톱박스 형태로 출시했으나 인터넷 브라우징이 없어

웹서핑이 불가능하고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이

용할 수 없다는 제약점을 지니고 있다.

보다 쉽고 편리한 TV 시청을 목표로 최신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비교적 저렴하

게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PC에서

애플TV로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

으로 전송해 이용할 수 있는 멀티스크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은 iOS의 독자 플랫폼을 중

심으로 에코시스템을 주도하고 있으며 UX(User

eXperience)에 기반한 UI(User Interface)의 강점

과 콘텐츠, 음성 제어기능의 ‘시리(Siri)’ 등 강력한

무기로 잔잔한 스마트TV 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가

능성이 높다. 애플에 제품을 공급하는 아시아 부품

업체 등 업계 움직임과 애플의 특허 보유 현황이 근

거다. 특히 애플이 도시바 등 LCD제조사 등에 투자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나올 애플TV는

이전까지의 애플TV처럼 셋톱박스가 아니라 아예

모니터까지 갖춘 TV세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에선 애플의 TV세트 사업이 연 수익 1,000억 달러

(약 113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1억

2천 명 이상의 높은 충성도의 기존 고객을 확보하

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송공급 채널이 존재하고 있



2013년 1월   81

81국내외 스마트TV 제조사 추진 및 전망

는 상황에서 콘텐츠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고품질과 고화상의 디스플레이를 국내 업체들이 주

도하고 있고 애플 중심의 폐쇄형 플랫폼 구조에서

글로벌 주요사의 에코시스템 참여유인이 높지 않다

는 점이 제약요인이 된다. 새로운 애플TV는 기존

하드웨어를 더 단순화 하고 가격을 낮춘 형태로 설

계되었으며, 영화 및 TV 프로그램 등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입하여 다운로드 하는 형태가 아닌 대

여하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소유 업체들

의 저작권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였다. 앱스토어를

추가하는 대신, N스크린 서비스 지원 기능의

AirPlay 기능을 지원하여 아이폰, 아이패드 및 맥

PC와 애플TV의 연동을 보다 손쉽게 하였다.

애플의 경우는 오랜 기간 아이튠즈를 기반으로

음악 콘텐츠 유통을 진행해 왔으며, 애플 앱스토어

를 통해 앱 기반 콘텐츠 확보 환경 또한 잘 마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영화 및 TV 프로그램과

같은 프리미엄 동영상 콘텐츠의 확보 시스템은 상

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므로, 애플TV를 통해서 인

터넷 스트리밍 콘텐츠를 대여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그림 3> iTV 개념도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찍은 영상을
iTV로 시청

iTV로 영화를 보면서 아이폰•아이패드로
관련 정보 검색

아이팟터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

iTV를 음성인식으로 조작
사용자 - “ 한석규 나오는 드라마 틀어봐"
iTV 채널 정보를 검색한 후 “지금 방송

중인 것은 없습니다. 한 시간 후에
시작하는데 그때 틀어 드릴까요?”
사용자 “아니, 그때는 바쁘고

두 시간 있다가 볼 거야.”
iTV “녹화하겠습니다. 정하신 

시간에 아이폰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이폰4S에서구현)

iTV 개념도

아이패드
아이클라우드

아이폰

맥북

iTV에서 보던 동영상을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이어서 시청

<그림 4> 1세대 애플 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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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콘텐츠 제공사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서, 콘텐츠 제공사와의 파트너십 및 에코 시스템

을 확보하고, 충분한 콘텐츠가 확보된 이후에 애

플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파트너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스마트TV 사업을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구글TV의 부진한 실적

과 달리 저렴해진 애플TV의 판매 대수가 연내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애플TV의

보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머지

않아 본격적으로 스마트TV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구글

구글TV는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중심이 되

어 가전제조사, 인터넷 검색업체, CPU 벤더, 방송

사, 주변기기 생산업체가 제휴를 맺고 출시하는 새

로운 개념의 인터넷 TV를 말한다. 구글TV의 핵심

기능은 검색으로 브라우저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들을 화면

에 나열되며, 검색 결과는 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일정표에서부터 웹

에 존재하는 YouTube 동영상, 구글TV에 설치된

관련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종류를 망라한다.

구글TV의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

<그림 5> 2세대 애플 iTV

Power HDMI Optical
Audio

Ethernet

<그림 6> 애플 TV의 주요 서비스 모델

DVD와 동시 출시
Rotten Tomatoes 연계

PC에 보관중인 영상, 사진, Podcast, MP3 등 이용가능

IOS4.2부터 AirPlay 기능을 통해
기존 모바일 기기와 AppleTV간의

콘텐츠 스트리밍 지원

Rental형
기본서비스

원통형
서비스

Movie

PC Contents AirPlay

TV show Internet Contents

ABC, Fox TV 콘텐츠 Netflix, YouTube, Flic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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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영역은 크게 기존 TV용 프리미엄 동영상과 PC 기

반의 웹 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YouTube,

Hulu, iTunes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에서도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웹 콘텐츠와

TV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데, 구글TV에서는

웹 콘텐츠와 TV 콘텐츠를 구분하지 않고 검색 키워

드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웹 콘텐

츠와 TV 콘텐츠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 것으로 보

인다. 현재 구글TV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

게 될 YouTube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콘텐츠 보유하고 있

는 CP 및 방송사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등 콘텐

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글TV에 대한 평가는 MSN TV, Yahoo TV의

실패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

과 구글TV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정적 전망이 양립

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 전망을 보이는 일각에서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모델을 제시해왔던 구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이기에 인터넷과 TV의 결합을

가속화시켜 스마트TV로의 진화를 더욱 촉진할 것

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

을 내비치는 업계 관계자들은 TV 시청자의 수동적

이용형태, 복잡한 UI, 비용 부담, 불분명한 수익모

델 등을 구글TV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글

이 초기에 선보인 1세대 구글TV는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구글의 주요 수익 기반이 광고

라는 점 탓에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방송사 진

영이 구글TV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여 초기 시장 부

진을 초래하였다. H/W 기술력이 부족한 구글이 사

업 초기 TV 시청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제품 출시한 것도 판매 부진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

고 있다. 초기 구글TV 제품은 TV 리모컨에 컴퓨터

키보드의 쿼티(QWERTY) 자판을 그대로 탑재했으

나, 이는 TV 시청자의 혼란만을 가중시켜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글TV 진영은 구글TV 환경에 최적화된 웹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콘텐츠 파트너와 제휴하는 한편,

전용 앱을 통해서 넷플릭스(Netflix), 판도라

(Pandora), CNBC, 트위터(Twitter), 냅스터

(Napster), NBA 게임타임(NBA Game Time), 아

마존 VOD(Amazon Video on Demand) 등 인기

있는 콘텐츠 파트너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글은 2011년 말을 기점으로 2세대 구글

TV를 공개하며 스마트TV 시장 재기를 노리고 있

다. 2세대 구글TV는 안드로이드 단말을 구글TV 입

력 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되었

다. ‘유료 TV 가입자 인증 정책’을 도입해 방송사

진영과의 공존을 모색하며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

서고 있다. 즉 ‘유료 TV 가입자 인증’을 받은 이용

자들은 유료TV 콘텐츠도 제공가능하다. 유튜브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전략과 실시간 방송 채널 서

비스 추진으로 구글TV 이용자를 겨냥한 콘텐츠 확

충에 주력하고 있다. 

구글TV의 특징은 스마트TV의 주요 기능이 방송

콘텐츠와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설계되고 구현되

<그림 7> 구글 스마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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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방송 콘

텐츠 파트너의 확보는 구글TV의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모든 스마트TV 기반 에코 시

스템이 구글의 서비스와 연계된 TV 플랫폼 위에서

이뤄져, TV 환경에서 구글의 비즈니스 기회를 극대

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라 고안되었다. 예

를 들면 방송 콘텐츠와 연동이 가능한 웹 콘텐츠 검

색 및 제공에 있어서, HbbTV와 같은 방송사 주도적

인 규격에서는 방송사가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

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콘텐츠와 연계

된 광고 및 연계 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을 방송사가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구글 TV 플랫

폼에서는 방송 콘텐츠와 웹 연동 가능한 콘텐츠를

구글의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처리하게 함으

로써, 방송 콘텐츠 보유사의 광고 및 부가 서비스

주도권이 자연스레 구글 쪽으로 이동되게 하였다.

이러한 구글TV 진영의 기본 접근 방식은 기존 방

송사들에게는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거부감을 일으켰으며, 검색을 통한 콘텐

츠의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시키

지 못해 결국 몇몇 방송사 콘텐츠의 구글TV로의 유

입이 전면 차단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현재

ABC, CBS, NBC, Fox 등 주요 방송사의 경우, 자

사의 유료 콘텐츠는 물론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쉽게 재생 가능한 무료 콘텐츠마저도 구글TV 플랫

폼에서는 지원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

다. 2011년은 구글TV 진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판단되는 해로, 안드로이드 OS 3.0(코드명 :

Honeycomb)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안드로이드 마

켓과의 연계 , TV제조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그리

고 콘텐츠 보유사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 확보

등이 연내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애플,

삼성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노키아 등 자체

솔루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 중인 새로운 경쟁

사에게 스마트TV 시장의 주도권을 나누어야 할 상

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마이크로소프트

기존의 스마트TV 시장에 진출한 업체 이외에 가

<그림 8> 구글TV의 주요 특징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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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목을 끄는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MS)이다.

PC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배적 위치를 다른 시장

에서는 성공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잠

재력 측면에서 항상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TV 시장 및 가전 시장 진출에 대한 MS

의 관심은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으

며, 실제로 MS TV 플랫폼 및 미디어룸(Media

Room) 제품군 등으로 웹 TV 및 N-스크린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해 왔다.

MS의 최근 움직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Xbox

* 자료: 김대진, “스마트TV 현황 및 발전방향” PD Issue Report 10-8호, 2010년. 송민정, “스마트TV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업체간 협력방안”스마트TV 포럼 간담회 주제강연 발표문, 2011년 정두남, 『스마트TV의 등장에 따른 미디어산업 구조변화에 관
한 연구 : 스마트TV의 확산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2010.

구 분 구글 애플

- 애플리케이션 유통(Android Market) - 디지털 도서 유통(iBookstore)

콘텐츠·서비스 분야 - 이메일(Gmail) - 애플리케이션 유통(App Store)

- 지도, LBS(Google Maps)

- 동영상(YouTube) - 디지털 음원(iTunes)

소프트웨어분야 - 검색엔진(Google) - 웹브라우저(Safari)

- 웹 브라우저(Chrome) - PC OS(Mac OS X)

- 스마트폰용 OS(Android)
- 태블릿PC(iPad)

하드웨어분야
- 스마트폰(Nexus One)

- MP3P(iPod)

- PC(iMac)

- 개방형 플랫폼 추진을 표방하고 있지만, 

운영체계의 부분적 개방 및 애플과 같이

플랫폼
독점 웹스토어 운영가능성도 있음 - 애플 자체의 폐쇄형 플랫폼 탑재

- 안드로이드 OS 탑재 - iPhone OS 탑재

- 유투브를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유통

플랫폼화, 3대 영화사와 계약 완료

애플리케이션 - 웹 애플리케이션 -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 웹 검색에서의 강한 시장 지위 확보 - 차별적 제품 디자인 능력과 강한

-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브랜드 파워

핵심역량 및 글로벌 시장 주도 - 앱 스토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 개방형 모델을 통한 모바일, 운영 체계 구축 능력

부문에서의 영향력 확대 - 자사 이용 고객의 강한 충성도

- 검색광고 중심의 수익모델 : 온라인 - 단말기 판매 및 앱스토어 심의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모바일→ TV - 유료콘텐츠+폐쇄적OS/네이티브앱/

- 무료콘텐츠+개방형OS/웹앱+제조업체 폐쇄적 단말의 수직통합전략

협력의 개방형+수직통합전략

- 메이저사와의 제휴를 통한 전후방의 - 콘텐츠 유통에 대한 강한 장악력 확보

전후방 제휴전략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 단말기, 콘텐츠 업체에 대한 강한 교섭력

- 유투브에의 CP 제휴 본격화 확보

- 하드웨어 성능이 낮아도 서비스 가능 - 통신속도 및 연결로부터 자유로움

(웹 상의 서버에서 동작) (휴대폰에서 장점)

강점 - 보안위험이나 업데이트의 번거로움이 - 스마트폰 사용경험으로 인해 앱 사용에

적음 능숙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서비스 수용이

- 다양한 플랫폼의 지원이 용이함 용이함

- 통신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용가능 - 광고 수익 외 비즈니스 모델 미흡

단점
- 통신속도(속도 저하, 끊김 등)에 따라 - 고성능의 단말기가 필요함

사용상에 애로사항 발생가능 - 보안 위협 및 업데이트의 번거로움

- TV제조사의 반대(하드웨어의 부가가치 저하) - 폐쇄형 플랫폼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동참 미흡

<표 4>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TV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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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이라는 커넥티드 게임 콘솔의 성공이다. 초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및 닌텐도의 Wi 등에 밀려

시장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던 MS의 Xbox 360은

이제 최고의 게임 콘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으

며 최근 키넥트(Kinect)라는 동작 인식 장치를 출시

하면서 그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Xbox

360의 성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Xbox 360이

이미 커넥티드 TV로서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게임이라는 또 하나의 킬러 콘텐츠를 이미 확보하

고 있는 기기라는 점이다.

MS의 강점은 스마트TV 시장 진출 전에 이미 방

대한 규모의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다. 게임 콘솔 ‘엑스박스 360’은 현재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6,700만 대에 이르며, 2012년 2월 기준으

로 엑스박스 라이브’  가입자 수도 4,000만 명에 달

하며, 또한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엑스박스’를 단순

한 게임 콘솔이 아닌 동영상 콘텐츠 시청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엑스박스는 이미 미

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

년 9월 기준으로 미국 ‘엑스박스 라이브’ 이용자 중

약 42%는 매일 한 시간 이상씩 동영상 콘텐츠를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S는 스마트TV 사

업자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제품 보급과 이

용자 확보 측면에서 이미 경쟁우위를 확보한 상태

에서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에 유리

할 전망이다. 조작 UI 면에서 기존 TV 벤더보다 많

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도 ‘엑스박스’ 플랫

폼의 강점으로 보인다. 게임 플랫폼의 특성상 이용

자의 능동적인 조작이 필수적이므로 수동적 행태가

두드러지는 TV 사업자보다 앞선 콘트롤러나 조작

UI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엑스박스’의 동작 인식

콘트롤러 ‘키넥트(Kinect)’는 별도의 콘트롤러 없이

카메라로 몸동작을 인식하는 혁신 UI를 제시하며

출시 전부터 미래의 조작 UI로 주목받아 왔고, ‘키

넥트’를 통해 이용자는 간단한 손동작으로 TV를 조

작할 수 있고, 검색 엔진 ‘빙(Bing)’을 통한 음성 검

색 기능도 제공 가능하다. 따라서 MS는 ‘키넥트’를

다른 단말에서도 활용 가능한 범용 콘트롤러로 확

<그림 9> MS 미디어룸 구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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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출시 예정인 ‘엑스박

스 TV’ 단말에도 ‘키넥트’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MS는 2011년 11월 美 버라이

즌(Verizon)의 IPTV 서비스 ‘FiOS TV’와의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다수의 방송

및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협력 하에 확보한

동영상 채널의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콘텐츠 확보 면에서 애플이나

구글 등의 사업자에 비해 방송 진영과의 관계 구축

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S는 넷플릭스,

훌루, 유투브 등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들로부터 이

미 콘텐츠를 제공받고 있으며, ESPN, HBO, 컴캐

스트(Comcast) 등도 콘텐츠 제공 협력에 동의할 것

으로 알려져 있다. MS는 기본적으로 S/W 판매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료 기

반의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

츠 진영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또한, MS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대규모 이용자 기

반도 콘텐츠 제공 업체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

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2년 초 출시를

예고한 ‘엑스박스 TV’ 서비스도 콘텐츠 제공 업체

와의 협상 난항으로 출시가 잠정 연기된 상태로, 콘

텐츠 라이선스 비용 산정에 대한 협상 타결 여부가

사업 전개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MS

는 2012년 말까지 약 40여 콘텐츠 채널 서비스를

세계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윈도우폰7을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집중 공략

하고 있는 MS의 다음 행선지가 스마트TV 시장이

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으며, 최

근 MS에서도 공식적으로 ‘윈도 임베디드 스탠다드

7’을 근간으로 커넥티드 TV 등의 시장을 본격적으

로 공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스마트폰 용

앱스토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TV 시장에 먼저 진출

한 경험과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독자 범용 브라

우저를 보유하고 있는 MS가 구글TV에 대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MS 자체의

어떤 솔루션을 들고 나올 것인지 향후 전략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Xbox의 커넥티드 TV 기능 구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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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현재 스마트TV 시장은 아직까지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기존

TV매체의 기능이 변화할 수 있는지, 스마트폰이나

PC로 할 수 있는 경험을 TV로 옮길 수 있을 것인

지,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등 기술 정

책 사용자 수요 측면에서 개선되고 정비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스크

린(N-Screen) 전략에 따른 사업 다각화, 방송 콘텐

츠 보유 사업자의 시장 가치 상승, 방송광고시장의

구조변화와 확대,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행태가 증

가함에 따라 향후 스마트TV 시장의 발전 가능할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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