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3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May; 11(5): 13-21

컨버 스 에서 미래 IPTV 서비스 변화와 

정책이슈 망

이명순*, 이영희**, 김문선***

한국통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정보통신연구원***

Future IPTV Service’s Shift and Policy Issues in Convergence 

Environments

Myung-Soon Lee*, Young-Hee, Lee**, Moon-Sun, Kim***

KT(Korea Telecom)*, KCA(Korea Communications Agency)**

IMRC(Information and Management Research Consortium)***

요  약  방송통신 컨버전스의 대표 서비스인 IPTV는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분
야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인만큼 IPTV 도입 정책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컨버전스 환경에서 미리 IPTV 서비스의 변화와 정책 이슈들을 제안하였다.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예측, 분석하는 미래 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T.A.I.D.A라는 연구
방법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제어 : 컨버전스, IPTV, T.A.I.D.A., 수평적 규제체계, 유비쿼터스

Abstract  IPTV Service, a convergence service of broadcasting, seems to have great potential as a nation’s 
future growth driver for the 21st century. As IPTV service is future-oriented industry, adopting IPTV policy by 
freeing oneself from shortsighted policy and considering long-term strategy and rapidly changing convergence 
environment would be desirab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duct future IPTV service under 
convergence environment by applying T.A.I.D.A, which is strategy planning tool effective for planning mid-long 
strategy, under uncertain environment among scenario method and offer new policy direction in order to realize 
future IPTV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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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4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IPTV는 꾸 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1월 KT의 IPTV 상용서비스

가 시작되고 출범 40개월 만에 가입자 500만 달성이라는 

실 을 쌓는 등 놀랄만한 양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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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결과 유료방송시장의 확장, 콘텐츠 유통 활성화, 

PP시장 성장 등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진입에 기여했

다는 정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IPTV에 한 사회경제 , 정책  심이 증가

하는 이유는  세계 으로 가입자 수가 꾸 히 증 되

고 있는 IPTV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의 무한한 잠재력

을 지닌 분야이기 때문이다[14]. 실제로 국내 IPTV 시장

규모가 7천억원을 상회하면서 Telco의 방송통신부문에

서 신성장동력으로 상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2, 5]. 

인터넷 기반의 IPTV는 기존 지상 나 이블보다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데, 우선 채 을 무한 로 활용할 수 

있고, 속도 한 빠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고객 니즈를 

최 한 수용함과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고객 

스스로 자유자재로 시청 가능  하고 한 양방향 방송

도 가능  한다. 이에 IPTV가 본격화되면 미디어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는 측과 함께 정부 한 IPTV를 국가 성

장동력으로 삼아 방송통신 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IPTV 성장세와 발 망 등에 해 우

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지 않다. 이들은 향후 IPTV 정

책을 수립하는데 근시안 인 시각을 버리고 장기 으

로 변하는 컨버 스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 사실 경 측면에서 IPTV는 이블TV 

비 가입자당 낮은 고매출,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을 개

선해야 하며, 콘텐츠 유통시장에 새롭게 진입 인 OTT 

사업자와의 경쟁도 불가피하다. 이에 IPTV는 STB 개선, 

클라우드 유통 랫폼 구축, NScreen 등과 같은 지속  

신과 콘텐츠 차별화, 융합서비스 제공으로 제 2의 도약

을 비해야 할 시 에 이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컨버 스 환경에서 IPTV 서비스의 

미래지향  모습을 탐색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고, 선행고찰과 이슈 도출  이에 한 효율 이고 시

의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 다.

ㆍ연구문제 1 : 재 IPTV 운 과 련해 이슈/논쟁과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ㆍ연구문제 2 : 컨버 스 환경에서 미래 IPTV 서비스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이슈는 무엇인가?

2. 국내 IPTV 정책에 관한 쟁점사항

컨버 스는 통 인 규제체계의 용 문제를 래한

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송되는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 네트워크에서 송되는 각기 다른 종류의 서비스에 

해 일 성 있는 규제 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규

제체계를 컨버 스 산업에 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신규 서비스 도입의 제한, 컨버 스 발 의 왜곡, 경쟁 제

한, 규제의 유연성 제한 등으로 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해할 뿐만 아니라 신규 컨버 스 시장 발 을 제약할 수 

있다[3, 17]. 이에 국내외 IPTV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

해 주요 쟁 사항들을 도출하 다. 

2.1 IPTV 규제정책에 관한 논쟁

IPTV 규제법안에 한 논쟁의 핵심은 방송이냐 통신

이냐에 한 성격규정에 있다. 이는 통신과 방송 모두의 

범주를 포 하는 IPTV의 속성상 에 따라 해석이 상

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7]. IPTV는 통신의 부가서비스를 

강조하는 통신사업자에게는 통신서비스, CATV 사업자

에게는 방송서비스로 해석된다. 이는 규제기 에서도 마

찬가지다. 구 정보통신부는 IPTV를 통신 는 컨버 스 

서비스로 규정하고 ‘IPTV가 방송․통신 컨버 스의 새

로운 서비스로, 先 서비스 도입 後 규제체계 정비를 해 

우선 제3의 입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시장에서 

시장원리와 효율성,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했다. 반면 구 방송 는 IPTV를 방송서비스

로 보고 ‘디지털 이블 TV와 동일한 방송서비스로 유료

방송매체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고, 방송법제  방송

통신 구조개편 과정에서 규제체계 정비 후 도입하여 공

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9]. 그러나 

IPTV는 방송과 통신의 특정 역의 성격을 지녔다고 규

정하기 어렵다[7]. 해석에 따라 방송법 역에 치우칠 수

도, 통신법 역에 치 할 수도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논

쟁은 계속 상된다. 

2.2 IPTV 규제정책에 관한 국내외 현황

각 국의 IPTV 규제정책은 해당 국가의 매체 환경에 

따른 특수성을 반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IPTV와 

같이 컨버 스 매체의 규제를 해 수평  규제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OECD와 미국에서도 유럽연합과 유사

한 규제체계의 검토가 시작되는 등 세계 으로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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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컨버 스 매체의 규제체계로 수평  규제체계를 다루

고 있는 추세이다[1].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에서 컨버

스 산업에서 수평  규제체계의 성 여부에 해 

논의되고 있다[1, 15, 18]. 이는 IPTV와 같은 방송통신 컨

버 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컨버 스 매체의 

등장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통

인 규제방식의 용으로 제약이 많았던 컨버 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로부터 기인한다. 

2.3 IPTV 도입정책에 대한 쟁점사항들

유럽 사례를 참고할 때 국내 신규 컨버 스 시장은 보

다 개방 이고 유연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IPTV 도입 련 쟁 사항을 서비스 분류  시장획

정, 진입 규제, 네트워크 동등 근, 콘텐츠 동등 근의 

4가지 요소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1) 서비스 분류 및 시장 획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서비스가 실시

간 방송채 이 주 서비스이고 통신이 부수 이라 방송법

의 과도한 용을 보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으로 언 하고 있다. 송과 콘텐츠 제공자를 별도

로 구분하나 시장 획정에 한 명확한 언 이 없고 서비

스나 역무 구분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해당 매체가 고

정 수신만 가능한 것인지, 이동수신까지 가능한 매체인지

에 한 명료한 해석도 어렵다. 이에 무선망 기반의 IPTV 

도입·운 과 련하여 정책  이슈가 될 수 있다.

2) 진입 규제

특정 IPTV 제공사업자는 방송구역별(77개 CATV 사

업권역)로 IPTV, CATV, 성방송을 포함한 체 유료

방송 가입가구의 1/3 이상을 서비스할 수 없다. 하지만 

IPTV는 다수 사업자의 경쟁체제가 될 것이므로 특정사

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후

발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기에 규

제하는 것은 산업 활성화를 해 한 규제라고 보기

는 어렵다.

3) 네트워크 동등 접근

IPTV 제공사업자들은 망을 보유하지 못한 IPTV 제

공사업자가 망 동등 근을 요청할 경우 xDSL, HFC, 

FTTH 등 가입자 망의 종류에 상 없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련 설비

보유 사업자와 설비 미보유 사업자간에 기통신설비의 

범 , 설비제공 거   단 사유, 설비제공 방법  

차, 이용 가 등에 한 합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All-IP망 환경에서 방송과 통신  컨버 스 서비스  

분야에 걸쳐 일 된 종합  망 개방제도 용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

4) 콘텐츠 동등 접근

IPTV 콘텐츠 사업자는 다른 IPTV 제공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IPTV 콘텐츠 동등 

근과 련해 랫폼간 경쟁을 고려한 콘텐츠 근규제는 

없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콘텐츠 사

업자의 독 계약을 지하고 있으나 CATV, 성 등 타 

유료방송 랫폼에 한 로그램 근 규제를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랫폼간 경쟁을 포함한 로그

램 근 규제방안이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컨버 스 환경에서 미래 IPTV서비스 정책 

방향의 효율  연구를 해 ‘T.A.I.D.A’라는 미래 시나리

오 방법론을 이용하 다. 이는 스웨덴 미래연구소 

‘Kairos Future’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 기법으로, 불확

실한 상황에서 장기 략을 기획, 계획하는데 효과

인 도구라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 략을 치 하게 

다듬고 뜻밖의 상황에 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를 살피고, 주요 문제에 주목할 수 있게 해 다. 특히 

T.A.I.D.A를 용한 것은 산업계에서 비즈니스 방향을 

결정하는데 효과 이고, 다른 시나리오 방법론(미국의 

B.A.S.I.C.S, 랑스의 MICMAC, 유럽연합의 Shaping 

Factor Shaping Actors 등)과 달리 단지 시나리오를 만

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  제시  략 도출까지 진행

한다는 장 이 있어 본 연구에 합하다 하겠다. 

T.A.I.D.A는 트 드 도출(Tracking), 시나리오 도출

(Analysing), 정책 비  제시(Imaging), 정책  응

(Deciding과 Acting)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18]. 우선 미

래에 향을  재의 거시 , 미시  변화를 추 하기 

해 IPTV의 現 상황을 악하고 IPTV가 직면한 이슈

를 도출하 다. 트 드 분석작업은 기존 문헌자료 등을 



컨버전스 관점에서 미래 IPTV 서비스 변화와 정책이슈 전망

16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May; 11(5): 13-21

[Fig. 1]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trend

토 로 미래에 도래할 시나리오들을 작성하고 도출된 시

나리오는 IPTV 비즈니스 발  련 연구된 기존 연구자

료를 토 로 실  가능성을 악하 다. 실 가능한 최

선의 시나리오를 심으로 바람직한 정책비 을 제시하

고 정책 목표  정책 방향을 설정하 다. 그리고 이미 

도출한 국내 IPTV 정책이슈를 심으로 미래 IPTV 서

비스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ㆍ트 드 도출(Tracking) : 미래에 향을  재의 

거시 , 미시  변화 추

ㆍ시나리오 도출(Analysing) : 도출된 트 드를 분석하

여 미래에 벌어질 시나리오들을 제시

ㆍ정책비  제시(Imaging) : 도출된 시나리오들 에 

가장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는 비 을 도출

ㆍ정책  응(Deciding) : 그 비 을 실 하기 한 

략들을 도출

ㆍ정책  응(Acting) : 도출된 략들을 실에 용

하기 한 방안들을 제시

4. 연구 결과

4.1 트렌드 도출 및 관계(Tracking)

4.1.1 트렌드 도출 

트 드 분석을 해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KT경제경 연구소는 수요와 기술 에서 국내 방송통

신시장을 분석  망하 고[5], 주윤경․서 범[19]은 

IT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트 드를 제시하 다. 이

외에도 미래기술 측과 망, 향후 과제 등에 련하여 

권기 [8],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 회[10]의 연구가 조사

되었다. 이들 연구를 토 로 IPTV 산업분야 트 드를 분

류한 결과 사회·문화  측면, 시장, 정책·규제, 기술, 소비

자, 경쟁자, 그리고 공 자 측면으로 분류 되었으며 각각

의 트 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문화  측면 : 라이  스타일의 변화

② 시장 : 수평  구조로 산업구조 개편, 경쟁시장 구조

로의 속한 환으로 사업자간 경쟁 심화

③ 정책/규제 : 방송통신 컨버 스 산업에 한 규제 완

화, 뉴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한 정책  노력 

④ 기술 : 디지털 기술 발 으로 인한 고차원화

⑤ 소비자 : 소비자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소비자 니즈 

다양화  고도화

⑥ 경쟁자 : 다양한 IPTV 사업자의 등장 

⑦ 공 자 : 콘텐츠 비즈니스 집 화, 다양성과 통합에 

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결합서비스 활성화

4.1.2 트렌드 관계

도출된 트 드간 상호 계는 [Fig. 1]과 같다. 기술발

은 산업구조 재편에 향을 주고, 정책변화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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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간 경쟁을 심화시키게 된다.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는 다시 기술발   

정책변화와 상호 연 계를 가지며 콘텐츠 제작, 유통

환경 변화에 향을 미치게 된다. 변화된 소비자 미디어 

이용행태를 충족하기 해 다양한 IPTV 사업자가 등장, 

이들은 미디어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다시 사업자들

의 고객 고착화 략으로 연계돼 결국 고객 심으로 패

러다임의 이동이 나타나는 계를 보인다.

4.2 시나리오 도출(Analysing)

트 드간 상호 계 분석 결과, 다른 동인에 비해 ‘기술

발 ’, ‘정책변화’, ‘소비자 미디어 이용행태’ 3가지 동인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시나리

오 설계를 해 이 3가지 동인을 반 하 다.

첫째, 향후 실 성에 한 불확실성이 문제다. 유선·무

선·웹 3.0 기반의 IPTV 표 화가 미흡하거나 재 진행 

에 있어 미래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 할 정도의 기

술  완성도는 확신할 수 없다. 둘째, 소비자의 미디어 이

용행태도 웹 3.0의 향 등으로 기존의 수동  TV시청에

서 능동 으로 바 는 추세지만, 아직 다수 이용자들

이 TV를 ‘가족형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다. IPTV 활성화 

요소인 기술의 발 과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상

로 변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규

제의 향으로 미디어 산업은 정책의 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므로[6] 정책 변화 추세를 고려해 극  규제 완

화, 규제 완화 미흡 등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인 1 : 기술 발전

속한 기술발 에 기인한 것으로, 방송․통신 컨버

스  유무선 통합기술의 속한 발 과 유비쿼터스 네

트워크의 고도화를 상할 수 있다. 한편 기술발  지연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컨버 스 서비스에 한 수요 정

체, 제도  문제 등으로 련 기술 분야의 투자 축, 표

화  상호호환성 확보 지연, IT와 이종 기술과의 컨버

스 부진 등이 상가능하다.

② 동인 2 : 정책 변화

먼  극  규제 완화로, 컨버 스 환경을 고려한 법, 

제도 정비 지속, 실효성 있는 컨버 스 산업 활성화 정책 

시행 등이다. 다음으로 규제 완화 미흡을 상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방송법 체계에 기반한 제도 정비  기

존 이해 계자와의 립 등으로 신규 컨버 스 도입 지

연 등을 상할 수 있다.

③ 동인 3 : 소비자 미디어 행태 

능동  측면에서는 극 으로 참여하는 ‘사용하는 

TV’로 시청형태의 변화가 상되고 생산자  역할을 하

는 소비자가 확산될 것이다. 반면 소극  측면에서는 기

존 TV방송 이용 행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보는 TV’

에 만족하는 수 을 상할 수 있다. 

주요 동인별 상황을 토 로 미래의 실 가능성을 감

안하여 최종 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 다. 

1) 시나리오 1 : 유비쿼터스 IPTV 서비스 등장

상황인식 서비스  콘텐츠 개인화 등의 유비쿼터스 

IPTV 서비스가 제공되며 커뮤니 이션 서비스가 가능하

다.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 언제 어

디서나 임의의 단말로 IP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자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며, 단말기

는 고정형(TV)  휴 단말 모두 사용가능하며 오  랫

폼의 유무선통합 인 라 구축으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고 고객가치 기반의 유비쿼터스 서비

스 제공 사업자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

2) 시나리오 2 : 기존 방송채  심의 다양한 유무선 

IPTV 서비스간 경쟁

주된 서비스는 유무선 방송채 이고 부가서비스로서 

양방향 VOD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수 소비자가 여

히 TV를 ‘보는 TV’에 익숙해 기존 방송콘텐츠를 주로 

보게 된다. 다양한 사업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콘텐츠는 

기존 방송콘텐츠가 주도하며 고정형(TV)  휴 용 단

말기가 사용될 것이다. 랫폼은 Closed 랫폼 형태로 

유무선통합 인 라가 구축되어 다수 소비자의 TV 시

청형태가 수동 으로 IPTV 서비스의 양방향 등 차별  

요소는 을 것으로 상된다.

3) 시나리오 3 : 유선 기반 IPTV 서비스 시장 진입 성공

고객 참여  생산 콘텐츠 활성화의 유선 기반의 양방

향 IPTV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송 채 은 뉴스, 스포츠 

등의 실시간 로그램 심으로 서비스 된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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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웹 3.0 향으로 직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거

나 로그램에 극 참여하고, 사업자 에서는 인터

넷 포털사업자 등이 제휴 등을 통해 유선 IPTV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 된다. 롱테일 콘텐츠를 포함해 다양

한 콘텐츠가 존재하고, TV와 같은 고정형 단말장치가 

심이 되며 폐쇄형 랫폼에서 부분 으로 개방형 랫폼

을 지향하며, 유선 인 라 구축과 함께 유선 기반의 인터

랙티  서비스 활성화가 기 된다.

4) 시나리오 4 : 유선 기반 IPTV 비활성화

기존 유료방송 채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양

방향  VOD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수 소비자가 여

히 TV를 ‘보는 TV’로 인식해서 기존 방송 콘텐츠를 주

로 보게 되고, 방송 콘텐츠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지상 , 

CATV의 우  속에 IPTV 사업자의 열세가 망된다. 기

존 방송 콘텐츠 심의 콘텐츠가 주도하는 가운데 TV와 

같은 고정형 단말 심으로 폐쇄형 랫폼 기반의 유선 

인 라 구축이 상된다. 즉 방송 콘텐츠의 열세, IPTV

의 차별  요소가 어 IPTV 사업의 성공 인 시장 진입

이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4.3 정책 비전 제시(Imaging)

시나리오 분석결과, 최선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I’ 

으로, 기술의 속한 발 이 이루어지고 정책 규제가 

극 으로 완화되며 다수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능동 으로 변화하는 유비쿼터스 IPTV 시장 환경로 도

출되었다. 이 시나리오가 구 될 경우에는 다양한 미디

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삶의 질이 향상되어 디지털 문화복지 실 이 가능하다. 

뉴미디어 서비스인 IPTV의 미래 지향  정책 비 은 ‘미

디어 산업의 선진화  디지털 문화 복지 실 ’으로 설정

할 수 있다. 정책 비  달성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

스의 컨버 스, 역화 등 기술 발 에 비한 정책 환

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상되는 디지털 컨버 스 시 에는 법, 

제도  뒷받침이 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이미 

오래 부터 IPTV서비스를 한 기술 ,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마련의 지연으로 상

용화가 늦춰지고 이 때문에 국내외 시장에서의 선도  

치를 받기에 이른 사례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4 정책적 대응(Deciding/Acting)

4.4.1 정책 방향

IPTV의 미래지향  정책비   목표달성을 해 수

평  규제체계라는 규제 임을 마련하고, 정책은 컨

버 스 서비스에 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 송·콘텐츠’ 

계층간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규제 완화  시장 기능 확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발 에 의한 산업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으므로 신규 컨버 스 서비스 규

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편의성,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련 산업을 발 시켜야 할 것이다.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이 컨버 스화 되면 공정 

경쟁의 이 지배력을 보유한 콘텐츠의 송과 망의 

공정한 근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경쟁의 확립

이 요구된다. 방송시장은 공익성 실 에 목 을 두고 있

어 진입  소유·겸 에 한 규제가 통신에 비해 사 규

제가 매우 강하다. 하지만 산업간 컨버 스, 외국자본의 

지출, 디지털 기술의 발 , 련 시장의 확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미디어 산업에 한 진입  소유 등에 

한 규제는 행보다 완화되고, 아울러 사  규제를 

사후  규제형태로 환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4.2 정책과제

IPTV 도입 련 정책 이슈는 시장 획정, 진입 규제, 

콘텐츠 동등 근, 네트워크 공정 경쟁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 획정, 콘텐츠 동등 근, 네트워크 공정 경쟁 

등 3개 요소를 포함해 미래 IPTV도입 정책에서 추가

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안하 다. 

4.4.2.1 시장 획정

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법안에는 서비스, 역무 

구분  시장 획정에 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해당매체가 고정 수신만 가능한지, 이동수신까지 가능한 

매체인지에 한 구체 인 언 이 없다. 이에 한 시

하고도 한 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4.2.2 콘텐츠 동등 근 정책

IPTV 콘텐츠사업자는 다른 IPTV 제공사업자에게 차

별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CATV, 성방송 등 

타 방송 랫폼 간 근규제를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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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콘텐츠 동등 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해 신

고-등록-승인 차의 보완·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네트

워크의 All-IP화, 컨버 스 상에 따른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랫폼에서 송가능하며, 특히 유선, 모바일 

IPTV 등 새로운 미디어 랫폼에서 콘텐츠에 한 근

은 랫폼 간 경쟁의 핵심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랫

폼 간 경쟁을 고려한 포 인 콘텐츠 근규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4.2.3 네트워크 공정 경쟁 정책

IPTV는 향후 역 통합망 기반의 All-IP 환경에 유

선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이용자 단말 간에 끊

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되어 네트워크, 

랫폼은 개방형 구조로 발 하게 된다. 따라서 All-IP망

의 효율  구축을 진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네트워

크에 한 효율  근 개방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신 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네트워크 요소간의 상호운용

성 확보를 해 정책기 에서 기술표 화에 극 나설 

필요가 있다.

4.4.2.4 지상  재송신 정책

지상  콘텐츠는 유료방송 랫폼의 경쟁력에 매우 

요한 향력을 미치는데, 최근 재송신 범 ( 가산정 

기   의무재송신 범 ) 련 제도개선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 지상  재송신은 IPTV 뿐만 아니라 지상  

재송신이 되는 유료방송 랫폼으로 확 됨에 따라 지상

 재송신의 정 가는 지속  이슈가 될 것이다. 지상

 방송은 국민의 시청권 보장  매체간 균형 발 을 

해 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재송신이 필요하며, 재송

신 가는 IPTV, CATV 등 사업자간 동일하게 용되어

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지상  방송의 역외 재송신을 허용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행 방송법은 지상  방송

의 시청권역을 제한하지만 유비쿼터스 IPTV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시청권역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4.4.2.5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 정책

IPTV 서비스는 양방향 서비스가 특징이며 타 매체와

의 차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으로 보기 때

문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 데이터방송은 방송

법상에 방송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어 일반 방송과 

동일한 방법과 수 의 내용 심의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는 데이터 방송의 양방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데이터 방송은 이용자들이 선택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방식도 기존의 방송처럼 편성된 내용이나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제공되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양방향 

데이터 방송 서비스의 경우 사  심의  상되는 내용

에 한 사  규제가 쉽지 않다는 을 고려해서 이에 

합한 사후 심의기 에 한 세부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한 IPTV의 양방향 고, 연동형 데이터방송에서의 

T-Commerce는 양방향 서비스에서 가장 큰 수익모델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폭 완화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T.A.D.I.A를 이용, 컨버 스 환경에서 

미래 IPTV 서비스의 변화  정책 이슈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래 IPTV 서비스의 변화는 ‘기술발 의 추세’, 

‘정책 변화’, 그리고 ‘소비자 미디어 이용행태’의 3가지 동

인에 주로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IPTV 

서비스에 한 4가지 유효한 시나리오를 도출, 최선의 시

나리오로 기술의 속한 발 과 극  규제 완화가 이

루어지며,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능동 으로 변화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 다. 

향후 IPTV의 미래 지향  모습 구 을 한 정책 비

은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디지털 복지 실 ’으로 이

를 달성하기 해서는 서비스의 컨버 스, 역화 등 

기술 발 에 비한 정책 환경의 조성이 요하다. 규제 

목표는 공정 경쟁의 확보와 이용자 복지의 향상에 있기 

때문에 수평  규제 체계라는 규제 임을 마련이 

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정책 방향은 컨버 스 서비스에 

한 규제를 완화하고 ‘ 송·콘텐츠’ 계층간의 공정 경쟁

을 확립하여 시장 기능을 확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정책과제를 도출한 결과, 첫째 향후 개될 

모바일 IPTV  역 통합 망 기반의 유비쿼터스 서비

스는 새로운 컨버 스 서비스를 고려하여 시장을 획정해

야 한다. 둘째 콘텐츠 동등 근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 

랫폼간 경쟁을 고려한 포 인 콘텐츠 근 규제 법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지상  콘텐츠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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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다매체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지상  재송신 정

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역 통합 망 기반의 

All-IP 망의 효율  구축을 진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 네트워크에 한 효율  근 개방 제도를 마련하여 

경쟁 기반 조성에 필요한 네트워크 요소간의 상호 운용

성 확보를 해 정책기 에서 기술표 화에 극 나설 

필요가 있다. 다섯째, IPTV 서비스는 기존 매체와는 달

리 양방향 서비스가 특징이며 타 매체와 차별화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양방향 서비

스 활성화를 한 데이터방송의 규제 완화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시 의 IPTV 서비스 변화를 

측하고, IPTV 정책 이슈를 도출한 미래연구이다. 따라

서 미래의 재 상황을 정확히 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재

의 IPTV 시장  정책 황에 한 심도 있는 분석과 미

래 정책 연구에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T.A.I.D.A.라

는 연구방법론의 엄격한 용에 심 을 기울 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격한 기술 발 의 시 를 경

험하고 있는  시 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IPTV 서비스 

변화에 해 측을 시도하고, 미래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고찰하고 제안하 다는 에서 정책 , 

실무 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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