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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1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에서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1 행사가 개최되었다. 지난

해 CES 2010의 테마가 3DTV였다면, 이번 CES

2011의 최대 이슈는 바로 스마트TV였다고 할 수 있

다. 올해에도 일본 가전업체들은 3DTV를 중심으로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나, 전 세계 TV 시장을 주도하

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DTV보다는 스마트TV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스마트TV는 실시간 방송 채널, 비디

오 시청 등의 영상을 재생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

도, 인터넷을 연결하고 컴퓨팅 성능을 강화하여 영

상검색이나 인터넷 브라우징은 물론, 응용 프로그

램을 수행하는 등 종전의 단순했던 경험을 확장하

는 개념의 새로운 TV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스마

트TV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몇 년간 본격적으로 스마트TV가 시장에 나

오면서 정의가 내려질 개념으로 보인다. 

TV 평균 교체 주기가 10년 내외인 점과 스마트폰

과 달리 통신사업자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TV가 활성화 되더라도 TV

세트 자체보다는 스마트TV 기능을 지원하는 셋톱

박스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이용자가 더 많을 것

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블루레이 Player

나 OTT(Over the top) 셋톱박스, DVR, 게임콘솔

등의 경우 스마트TV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TV 셋톱

박스로 진화할 전망이다.

본 기고에서는 스마트TV 시대에 거실의 다양한

스마트TV 기기의 핵심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온

라인 동영상 서비스 현황과, 유료 TV 사업자의 대

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TV

□ 최정석 / KT

스마트TV 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발전방향

특집

02본본:02본본  11. 4. 5.  본본 12:59  Page 76



2011년 3월   77

스마트TV 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발전방향 77

II. 스마트TV 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

2000년대 후반 이후 스마트폰, Tablet PC 등 각

종 스마트 기기가 글로벌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되

면서, 영상 콘텐츠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용

하는 추세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Apple 사의

iPhone은 2007년 제품 출시 이후 누적판매량 1억

<그림 1> 미국 가정내 TV 시청 가능 단말 보급 현황 – 자료 : 스트라베이스

<표 1> 스마트TV 관련기기 현황(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TV의 영향과 정책과제” 2011.1

셋탑박스형

실시간 방송 연계형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전용 TV일체형

복합기기형 단독기기형

(Tivo PVR)

(Microsoft XBOX360) (Apple TV)

(Roku)

(Logitech Revue)

(Sony Internet TV)

삼성 Smart TV

(Sony PlayStaion)

(Sony Internet TV

Blu-ray Player)

(영국 지상파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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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넘어섰고, iPad는 2010년 4월 출시 이후 9개월

동안 1500만대가 판매되었다. 거실의 TV에도 다양

한 스마트TV 관련 기기가 출시되면서 미래 스마트

TV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스마트TV 등장 이전부터 인터넷과 PC, 모바일

단말 등을 통해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

요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7년 3

세대 이동통신과 스마트폰 확산, 방송의 디지털 전

환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하고, 공유하

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보완재 시장으로만 존재해왔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니즈가 스마트 혁

명과 결합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별적인

소비자 경험과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수동적

TV 시청문화와 방송 시장의 경쟁판도를 바꿀 수 있

다는 기대감이 증폭되었다. 

최근에는 PC로 국한되었던 기존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TV로 확산되고 있다. Apple TV, Roku,

Boxee 등과 같이 OTT(Over-The-Top) 동영상 서

비스를 TV로 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가 등장하고

있다. TV 세트 제조사는 OTT 서비스를 스마트TV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앱스토어에 전진배치하며

OTT 사업자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콘텐츠 애그리에이터 업체로 거듭난 대

표적인 OTT 사업자 넷플릭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한 2007년 이후 매년 꾸준하게 성장

하여 2010년 12월 기준 미국 전체 온라인 트래픽의

20%를 차지하였으며, 가입자는 1600만명에 달한

다. Netflix는 Panasonic, 삼성, 샤프, 소니, 도시바

등 다양한 업체들의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스마트

TV 리모컨에 Netflix 버튼을 부착하여 자사의 온라

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빈번하게 이

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다양

한 단말들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림 2> Netflix 가입자수 추이(자료: Netflix,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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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체로 삼으려 한다. Netflix 의 동영상 서비스가

탑재된 단말은 2011년 1월 현재 250종에 달한다.

Microsoft는 자사의 게임 콘솔인 XBOX 360 이

용자를 대상으로 Netflix, Zune Video Store,

ESPN의 동영상을 제공해 온 데 이어 가입형 TV 서

비스 출시를 위해 방송사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

과 협의중이다. Microsoft의 TV 서비스 시장 진입

은 4,200만대에 달하는 X-BOX 360의 게임콘솔의

셋탑박스化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업계를 긴

장시키고 있다.

III. 유료TV 사업자

유료TV 사업자와 통신사업자는 스마트TV와

OTT 서비스에 대응,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으로

이용 단말을 다양화하는 방송 중심의 멀티스크린을

시도하고 있다. Verizon은 모토로라의 신규 안드로

이드 기반 태블릿 PC XOOM을 통해 자사의 IPTV

서비스 Fios TV를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블 사업자

인 Cablevision은 자사 가입자들이 집 안에서 아이

패드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집안에서 스마트폰과 PC 등에 설치하여 사

용할 수 있는 양방향 TV 가이드 겸 리모컨 앱과 TV

화면을 통해 PC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PC to

TV Media Relay” 서비스 등을 출시하였다. 구글

TV 제휴업체인 위성사업자 Dish Network도 아이

폰, 아이패드, 블랙베리, 안드로이드 폰에서 Wifi를

통해 TV를 시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

료하였다.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미국 유료

TV 상위 10개 사업자 중 7개 사업자가 아이패드 기

반 동영상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중이라고 보

도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유료TV 업계가 VOD

서비스를 기존 TV 서비스의 보완재로 활용하는 소

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모바일 단말을 TV 서비스

<표 2> OTT 서비스의 3대 비즈니스 모델과 특징(자료 : 스트라베이스)

BM 주요 사례 주요 내용

- Apple TV / iTunes
- A La Carte : 전체 프로그램 중 선택, 이용한 것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식 

A La Carte
- Amazon

- Apple TV의 경우, ABC나 Fox 등 주요 방송사의 TV쇼 렌탈료는 0.99 달러

- A La Carte 모델은 틈새시장용으로 TV를 많이 이용하는 가구는 일반 유료TV를 이용

- Netflix
- Netflix 요금제는 월 7.99 달러에 스트리밍 동영상만을 제공

- STB : Roku, TiVo
- Netflix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가이면서도 이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단말기에서 

저가 -게임콘솔 : Xbox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가의 반대급부로서 콘텐츠 선택 제한, 

월정액제 360, PS3, Wii
낮은 영상품질을 감수해야함

- Blue-ray Player
- OTT 저가 월정액 모델은 유료TV 업계 가입자 해지(Cord-Cutting)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 Apple iPad

- Google TV
- 초기 단계이나 주요 TV제조사들에 의해 빠르게 도입, 확산되고 있음

- 소니, LG, Vizio,
- 별도의 셋탑박스가 없고 무선통신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음

인터넷TV
Panasonic, 삼성, 

- 기본적인 주요 인터넷 서비스로는 OTT인 Amazon on Demand, Netflix, SNS인 Twitter, 

샤프, 필립스 등
동영상 서비스 Youtube, 음악 서비스 Pandora, 사진 서비스 Picasa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와 위젯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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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으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확장하

려는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자의 N스크린 전략을 추진

하면서 기존 TV에서 제공되는 방송 콘텐츠와 스마

트폰, 테블릿 PC, PC, 스마트TV 단말 등에서 제공

되는 방송 콘텐츠 간의 중복은 심화될 전망이다. 단

말이 많아지면 이용자들은 더욱 N스크린을 선호할

것이며, 한번 가입하거나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서

는 이중으로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료TV 사업자들은 N스크린 플랫폼을 구축하여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에서 제공하며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디지털 방송용 셋탑박스에 ACAP, OCAP

미들웨어가 설치되어 데이터 방송 규약에 따라 디

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N스크린 확장 모

델에 있어 스마트폰과 PC 등의 스마트 IT 기기에는

DRM이나 CAS 모듈과 미디어 재생 기능을 포함하

여 최소한의 기능만 클라이언트로 탑재가 될 것이

다. 대부분의 기능은 헤드엔드의 웹 기반 미들웨어

플랫폼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수용 단말의 해상

도와 성능에 특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결 론

기존 TV 산업에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TV 단말(셋톱박스)”의 밸류 체인을 담당하였던 각

부분의 업체들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스마트TV 플

랫폼 경쟁을 벌이고 있다. ABC, NBC, Fox와 같은

방송사는 Hulu라는 온라인 방송 및 비디오 서비스

를 만들어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게임

콘솔이나, 셋탑박스, TV단말기 업체와 수익배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

이블방송 업계는 “TV Everywhere”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면서 플랫폼 경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그림 3> 콘텐츠 어그리에이터로서의 유료TV 사업자의 N스크린 확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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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케이블 사업자인 Comcast는 NBC 유니버셜

을 인수하며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장악력을 확

대하는 중이다. 밸류체인의 분화가 명확하지 않은

스마트TV 시장에서 소비자 호응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 분야 업체간의 합종 연횡은 더욱 빠르고 다

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낮은 인

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있어 OTT 서비스 업체

들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유료 TV 방송 사

업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TV의 사용자 경험을

다양한 N스크린 단말로 확대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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