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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mestic paid broadcasting market is largely classified into cable TV, satellite broadcasting and IPTV. Latest 

starter IPTV began its commercial service in 2009 and reached 10 million subscribers in August 2014 after 6 

years of service. It has been growing rapidly by increasing more than 500 thousand subscribers every quarter 

and has taken its place firmly as one of core domestic paid broadcasting platforms, second only to cable TV. 

Even with this quantitative growth, 3 major IPTV companies are still running deficit, attracting attention to 

issue of the vitalization of IPTV business based on qualitative growth. This study draws out revitalizing and 

hindering factors of Korean IPTV industry through a case study on ‘A’ corporation which is leading domestic 

IPTV market and exploratory study based on interviews with experts and, by developing influencing factors 

into Causal Loop Diagram through system dynamics research methodology, draws out core issues in 

vitalization of domestic IPTV industry and suggests alternativ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more diverse practical implications than preceding studies which drew out one-dimensional issues 

and alternatives and help vitalize Korean IPTV industry by minimizing negative effects and maximizing 

positive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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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IPTV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2009년 가입자 

100만, 2012년 가입자 500만을 넘어선 이후 2014년 

8월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함으로써 매 분기 50만 명 

이상 가입자를 유치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

으며 이로써 IPTV가입자는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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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

회, 2014). 이처럼 가파른 가입자 성장세에도 불구하

고 시장점유율과 성장률 대비 낮은 경제적 성과를 나

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권영선, 2008). 국내 IPTV 3사

(Olleh TV, B TV, U+ TV) 모두 아직 사업 초기 투자

비를 회수하지 못하여 손익분기점 돌파는 요원한 상황

이며, 경쟁사인 케이블TV 대비 수익성도 낮은 상황으

로 볼 수 있다 (이성춘, 2012). 2012년까지 이들 3사가 

총 4조를 투자하고 이후부터 전혀 투자가 일어나지 않

는다는 가정과 가입자 수는 350만 명을 유지, 총 매출

의 30%를 관련법에 따라 PP (Program Provider)에

게 지불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

해 부가적인 비용요소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월 가입자당매출 (ARPU)가 12,000원일 때, PP 

사용료 지불 후 4조의 매출액을 달성하는데, 약 10년

이 걸리며 총 매출액이 20조가 되어야 투자원금 4조

를 회수 할 수 있으므로 20조를 달성하는데, 50년이 

걸린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2060년이나 

되어야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2012

년 이후에도 350만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

하는 인건비, 장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컨텐츠 사용료 

등을 전혀 소요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

질적으로 4조 투자회수 가능연도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박승권, 2009).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정

보기술을 도입하여 어떻게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

시킬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김재전 외, 2009). 

또한 IPTV산업 내에서 가입자 규모라는 양적 성장전

략에서 수익 제고와 재원의 다각화를 통한 지속성장

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질적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고 (김형일 외, 2005), 질적 성장

을 위해 IPTV 산업의 지식경영에 있어 IPTV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IPTV 생태계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IPTV사

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확보가 IPTV사

업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였다. 활성화 방

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IPTV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대

한 이론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유료방송 시장은 케

이블TV, 위성방송,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PP (Program Provider)와 가입자의 양 측

면이 상호작용 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징

을 가진다 (이광훈, 2011).

그 동안의 IPTV산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산

업 내 경쟁활성화를 위한 성공의 조건과 정책방안 연

구, 규제 이슈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

인숙, 2009; KT경제경영연구소, 2010; 홍종윤, 2011). 

IPTV산업은 양면시장 특징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정

부의 허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규제산업으로 정부 

정책과 개입에 따라 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

문이다 (황근, 2008). 정부의 독과점 규제와 경쟁의 활

성화를 통한 시청자와 사회 전체적인 효용과 편익이 

커진다라는 전통적 시장경제 이론에 그 이론적 바탕

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 비

즈니스가 활성화된 상태는 자연스럽게 독과점 시장으

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통적인 단면시장 중심의 잣대

로 규제가 진행된다면 사업 추진에 대한 자율경쟁과 

시장원리를 왜곡하게 되어 시청자와 플랫폼 사업자 그

리고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상규, 2014). 

기존의 연구는 현재 규제정책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 IPTV 기술변화에 따른 IPTV 산업 발전분석, 

IPTV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등의 

실증적 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기존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규제와 경쟁활성화가 IPTV

사업 활성화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

은 아니며 IPTV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IPTV 

생태계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한 촉진 요인 및 저해 요

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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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정성적 모델로서 시스템 분석

을 통해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예측하는데 이용되기에 인터뷰 내용 분석

을 위한 체계로서 활용하였다 (손정은 외, 2013; Kim 

et al., 2011). 또한 본 연구는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실

증적 분석이 아니라, IPTV산업 전반에 대해 양면시장 

이론을 기반으로 사례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IPTV사업 활성화에 대한 저해요인 및 촉진요인

들을 찾아내어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IPTV사업 활성화 이슈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함으

로써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인 IPTV 활성화 방안은 신규 

정보기술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식을 

창출하고, 타 실무자 및 연구자 그러한 지식을 공유한

다는 차원에서 지식경영 활용 측면의 의의가 있다 (손

하늬 외, 2013; 조윤형, 문명, 2014).  

본 연구의 범위는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국내 IPTV

산업의 특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요인과 부

정적 요인에 대해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

으로 국내 IPTV사업자 3사 중 가입자 및 시장점유율

에 기반하여 대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사업자 한 곳

을 선정하여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플랫폼 참여자 그

룹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시스템 사고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결

과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분석 도구인 인과관계 다이

어그램을 통해 도식화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IPTV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

함으로써 IPTV사업에 대한 지식경영을 활용하는 것

을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양면시장과 플랫폼비즈니스 관련 연구

티롤 교수는 다면시장 특성을 갖는 독과점시장에

서 정부 규제가 전통적 단면시장 (one sided market)

에서의 규제와 같아선 안 된다는 점을 플랫폼 이론을 

통해 입증하였고, 플랫폼으로 표현되는 양면/다면시

장 (two / m-ulti sided markets)에서 직/간접 네트

워크 효과 (network effect)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론

적으로 체계화하였다 (Jean-Charles Rochet & Jean 

Tirole, 2003). 이러한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소비자

가 특정 상품(서비스)을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다

른 소비자들도 같은 상품(서비스)을 채택하는 현상이

며,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

자가 늘어날수록 해당 상품의 보완재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다.  티롤 교수의 이론은 휴대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경쟁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을 포함

한 모든 참여자가 효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가격구조

를 이끌어 내도록 정부가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2.2  양면시장의 정의(two sided market)

양면시장이란 ‘단일 혹은 복수의 플랫폼이 판매자

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줌과 동시에 그 

양측에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여 수익을 내는 시장’이

라 정의하였다 (Armstrong, 2006).

[그림1] 신용카드 플랫폼의 Sub Side와 Money Side

위 <그림 1>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금융업계에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라 불리는 신용카드 시장으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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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면시장이다. 신용카드 시장은 일반 고객과 카드 

가맹점 사이를 일련의 규칙으로 연결한 플랫폼으로써 

양측에게 일정한 혜택 (가맹점에는 고객 유인의 혜택, 

일반 고객에게는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이

윤을 만들어 내는 시장이다 (Sterman, 2001).

2.3  양면시장의 형성과정

Evans는 플랫폼이 양면시장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하

고 있다. 

첫째, 상호연결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고객그룹간의 거래 (Transactio-n)를 중재하였고 둘

째, 교차 네트워크 효과 (Cro-ss Network Effect)가 

반드시 존재하며 셋째, 높은 거래비용으로 양측의 소

비자/고객집단 간의 직접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차별적으로 양면에 가격차별적 이

용료를 책정하여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Evans et al., 

2006). 

어느 한 측면의 이용자/고객집단의 수나 소비량(규

모)은 다른 측면의 이용자/고객집단의 수나 소비량

(규모)에 영향을 끼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cross 

network externality, 교차 네트워크의 외부성이라

고도 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영, 2013).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

공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양면의 서로 다

른 이용자/고객집단의 외부성 (externality)이 플랫

폼으로 내부화 (Internaliza-tion) 되는 것이다 (김

정은 외, 2013). 따라서 양측의 이용자/고객집단 간

의 직접 거래는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불가능하

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로써 플랫폼

은 양측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다 

(Eisenmann et al., 2011). 특히, 특정 서비스나 제품

이 플랫폼화되어 양면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이

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특정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부터 직접효용을 

획득하는 어느 한 측면의 이용자/고객그룹이 증가하

는 것을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2단계,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1단계에서 확보된 어

느 한 측면의 이용자/고객그룹의 수나 소비량(규모) 

등에 영향을 받아 이들과 거래관계를 맺고자 하는 다

른 측면의 이용자/고객그룹의 규모, 수가 증가하는 것

을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 한다. 

3단계, 양측의 이용자/고객집단간에는 높은 거래비

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고, 계속해서 플

랫폼을 통해 상호작용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교차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내부화된다 (Katz & Shapiro, 

1995). 

양면시장의 이론에서 플랫폼은 양면시장에서 갖춰

야 할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교차 네트워크의 외부성

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한다. 네트워크 규모가 크다고 

인식하게 되면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정민, 정남

호, 2012). 특히,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은 교차 네트워

크 효과가 플랫폼으로 내부화되었을 때만 경제적 효

용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양측의 고

객집단에 최적화된 가격구조를 설정하여 거래를 활성

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3단계까지 진화한 플랫폼 사업

자의 고민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을 통해 일

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지

속되느냐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영원히 내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

로 활용하는 무기가 바로 ‘교차보조 (cross subsidi-

zation)’라고 할 수 있다 (김진영, 2013).

양면시장의 최적화된 가격구조는 서로 다른 양측

의 두 고객집단에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적인 가격할당 

(Cost Allocation) 또는 교차보조를 활용함으로써 양

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으로 내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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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집단의 이익을 위한 가격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A집단의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더라도 B집단이 궁극

적으로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B집단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Armstrong, 

2006).

3.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국내 IPTV사업 활성화 촉진요인과 저해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인터뷰 기반의 사례 분석을 통

한 탐색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시

스템 다이나믹스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고,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각 요인들간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

를 도식화하였다.

3.1 사례 연구대상

사례 연구는 국내 IPTV산업의 시장점유율 및 가입

자 1위 사업자인 A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도자료, A사의 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발행한 보고

서로 기존 문헌 연구의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1차 자료를 기반으로 A기업 내 전문가와 IPTV

산업 생태계 참여자 그룹 군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차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표 1> 참조).

[표 1] 인터뷰 대상자 요약

대상자 구분 인원 기간

플랫폼
사업자

IPTV 신규서비스 개발
IPTV 실무자 및 관리자
IPTV 운용 및 관리자 등

30명
2014
1.11월

-
30.11월

컨텐츠
공급자

VOD 판건 유통 담당자
T커머스 채널 담당자

9명

보완재
IPTV App 개발 협력사
솔류션 개발사 등

18명

* 전원 해당직무 3년이상 전문가

 

인터뷰 목적은 대상자에 따라 구분되며, IPTV 

플랫폼 사업자와 지불자 그룹(CP), PP(Program 

Provider), 보완재 공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2>참조).

[표 2] 인터뷰 주요내용 요약

인터뷰 주요내용

플랫폼 사업자

A사의 IPTV사업 추진 및 진행과정

A사의 IPTV사업 성과

A사의 IPTV사업 활성화 및 저해요인

컨텐츠 공급자

IPTV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

IPTV 플랫폼 참여 성과 및 앞으로의 사업방향

공급자 입장에서의 IPTV사업 촉진 및 저해요인

보완재 공급자

IPTV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

IPTV 플랫폼 참여 성과 및 앞으로의 사업방향

공급자 입장에서의 IPTV사업 촉진 및 저해요인

3.2 시스템 사고와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시스템은 특정 목표를 공유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심의 대상

이 되는 요소들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고 구조화하

는 것이 시스템 사고이다. 즉,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기위한 사

고방식으로 현재 상황의 문제점이나 이슈들을 분석하

는데 많이 사용된다 (Kim & Pan, 2006).

시스템 사고를 나타내기 위해 1961년 포레스트

(Forrester, 1961)에 의해 체계화된 시스템 다이나믹스 

접근법의 핵심인 인과관계 다이어그램(C-ausal Loop 

Diagram; 이하 CLD)을 통해 IPTV 사업에 대한 다

양한 현상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예측하는데 분석하고, 대안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은 잠재적인 원인들의 상호작

용 구조를 도식화하여 피드백 루프 (Feedback Loop)

를 구성한다 (Akkermans & Helden,  2002).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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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내고, 원인요소가 결과요

소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따라 (+)부호와 (-)부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화살표의 시작점은 원인 변수이

며, 종착점은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이다. (+)부호는 원

인변수와 결과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호는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나

타낸다 (Sutan-to et al., 2008; Sterman, 2001).

이와 같은 인과관계 변수들은 상호 연결을 통해 반

드시 하나의 폐쇄된 루프 (Loop)를 형성해야 하는

데, 이를 피드백 루프라 한다. 피드백 루프는 강화루프 

(Reinforcing Loop)와 균형루프 (Bal-ancing Loop)

가 있고, 강화루프는 하나의 변수가 변화하면, 그와 같

은 방향으로 영향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변화가 더욱 

강화된다. 반면 균형루프는 하나의 변수가 변화할 때 

그 변화와 반대방향으로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각 변

수들을 균형상태로 유지시키는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는 인과관계 연결에서 양(+)이거

나 음(-)의 부호가 짝수 개 이면 강화루프이고, 음(-)의 

부호가 홀수 개 이면 균형루프이다. 강화루프는 양(+)

의 관계를 형성하므로 긍정적 루프 (Positive Loop)

라고도 하고, 균형루프는 음(-)의 관계를 형성하므로 

부정적 루프 (Negative Loop)라고도 한다 (이호 외, 

2012).

예를 들어 출생이 많아지면 인구는 증가하고, 인구

가 증가하면 출생도 많아지는 양 (Positive)의 강화루

프 (Reinforcing Loop)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죽음이 많아지고, 죽음이 많아지면 인

구가 감소하는 음 (Negative)의 균형루프 (Balancing 

Loop)를 형성하게 된다. 즉, 강화루프는 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와 인구변화에 따른 출생의 변화, 둘 모두 같

은 증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양 (Positive)의 

관계인(+)부호로 표시한다. 반면 균형루프는 인구의 

증가가 죽음의 증가를 일으켜 같은 증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죽음의 증가는 인구의 감소(-)를 일

으키므로, 균형을 이루는 피드백 루프가 된다. 이러한 

균형루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호가 홀수인 특징

을 갖는다.

4. 사례연구

4.1 국내 IPTV사업 추진 배경 및 과정

A기업의 IPTV사업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1981년 공

사로 설립되어 2002년 정부소유 지분 전략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되었다. 시장 포화로 더 이상 신규 가입자

가 늘지 않게 되자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

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요금인하 등으로 음성시장의 수익성 저하는 

지속되는 반면 수입원의 다원화, 부가서비스, 컨텐츠 

등 미흡으로 데이터시장이 수익성를 보전하기에는 아

직까지 시기상조이다 (김원식, 2007). 음성시장 등에서

의 영업여건 저하와 차세대 서비스로의 투자로 기존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며, 사업자간 차별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남, 2010). 이러한 배경

하에 A기업은 컨텐츠의 양적, 질적 확보와 컨텐츠 자

체 제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5년 싸이더스 FNH인

수, 2006년에는 올리브나인을 인수, 2008년에는 일본

의 소프트뱅크와 A기업이 각각 200억원씩을 투자해 

총 400억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컨텐츠 제

작의 기틀을 준비하였다. 

차별화된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컨텐츠 선두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블록버스

터 영화가 극장개봉 후 한달만에 안방에서 즐길 수 있

도록 했으며, EBS 및 디즈니의 고급 영어교육 컨텐츠, 

네이버 검색 등을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였고, 네트

워크 측면에서는 LTE워프 네트워크에 8만9000개 기

지국(RU)을 구축해 LTE와 와이파이 네트워크 간에 

‘이종망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Carrier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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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CA)’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4.2 활성화 노력

A기업은 IPTV사업 도입 초기부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첫째, 가입자 확대 측면에서 다양한 결합상품 확대

와 영업력 강화 (김원식 외, 2012), 마케팅 활동을 통

한 보조금 지원, N screen 서비스 확대, 서비스 이용 

편익 효용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이 있다. 특히, 아프

리카 르완다 LTE 서비스 개시를 통해 25년간 사업

권 확보하여 A사는 르완다 정부와 협력해 세계 최초 

LTE 합작사 ‘oRn’ (olle-h Rwanda networks)을 설

립하고 2014년 4월부터 수도 키갈리를 중심으로 한 

LTE 망 구축을 시작했다. 또한 ‘oRn’은 주요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LTE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해 해외진출까지 나갈 예정이다.

둘째, 컨텐츠 투자 및 펀드를 조성하여 자체 컨텐츠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VOD 

판매 촉진을 위한 특집관 편성과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VOD 매출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A사

는 중소 지불자 그룹 (CP) 지원을 위해 투자펀드 600

억원, 대출펀드 400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신규 컨텐츠 제작과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지

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소 제작사 등 컨텐츠 생

태계와 함께하는 성장,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인프

라 투자이다. IPTV 서비스는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컨

텐츠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함에 있어, 인프라와 네트워

크에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요소로써 IPTV 서비스 품

질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컨텐츠 유통 플랫폼을 통

하여 다양한 단말에서 컨텐츠를 끊김없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였고, 총알탄 VOD 서비스를 통해 

다시 보기 VOD가 제공되는 시간을 40% 이상 대폭 

단축하여 VOD 이용률과 소비 촉진에 큰 기여를 하였

다.

넷째, IPTV 생태계 확대 및 동반성장 측면이다. 웹 

기반의 IPTV 셋탑, 안드로이드 기반 셋탑 기술을 통

해 써드파티와 협력할 수 있는 오픈 생태계 구축하였

다. 오픈 VOD, TV앱스토어, 개방형 CUG, SNS 등을 

IPTV와 함께 제공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보완

재 개발을 통해 IPTV 상품 매력도를 제고하여 고객만

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5. 연구결과

5.1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분석틀

IPTV사업 활성화에 대한 영향 요인은 크게 촉진요

인과 저해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촉진요인은 사업을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TPS 결합상품 및 품질과 

IPTV 매력도에 대한 입소문, 광고 등의 마케팅 활동

으로 가입자 증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과 플

랫폼 참여자(보완재 공급자) 수 증가를 통한 IPTV 플

랫폼의 이익이 증가되는 긍정적 효과이다. 한편, 저해

요인은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비용 증가, 과도

한 컨텐츠 수급비용의 증가로 구분되며, 이러한 영향

에 의해 IPTV사업의 활성화와 지속 성장에 대한 가능

성이 감소한다.

분석 결과는 4개의 활성화 촉진루프와 4개의 저해

루프로 구성되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 도출 및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제안한다.

5.2 IPTV 촉진요인으로 인한 활성화 촉진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케이블방송과 IPTV는 모두 이용요금을 승인 받고 

있으나 승인방식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케이블방

송의 경우 약관가격 이하로 자유롭게 가격을 낮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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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반해, IPTV는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는 가격을 

낮출 수가 없으므로 결합상품을 통한 가격할인을 통

해 IPTV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요소로서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스, 2012). 양면시장 

이론에서 동방향 네트워크 효과 (Sameside Network 

Effect)는 직접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어느 한쪽 측면

의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커지는 것을 말하며, IPTV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케팅 효과가 더욱 강화되

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IPTV를 사용하게 되

는 긍정적 동방향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그림 

2>의 R1 참조).

연구결과 플랫폼사업자가 채널사용료의 차원에서 

홈쇼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송출수수료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규모가 크고, 수평

결합인 경우, 그리고 시장에 먼저 진출한 사업자일수

록 송출수수료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영철, 

강명현, 2013). IPTV 가입자의 증가는 IPTV 플랫폼의 

협상력을 증가시켜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송출수수료를 통한 매출 상승은 이익증가

와 투자를 통한 IPTV 매력도를 제고시켜 다시 IPTV 

가입자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

게 된다 (<그림 2>의 R2참조).

2104년 상반기 IPTV 광고 취급고는 약 256억이며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여 A사의 Olleh TV의 취

급고가 약 55% 수준으로 가입가구 비율과 유사한 비

중이다. 이는 2014년 전체 약 585~600억 취급고 달

성 전망이며 1,000만 가입가구 달성으로 안정된 가입

자를 기반으로 약 585~600억 시장규모에 이를 것으

로 예상하였는데 (나스미디어, 2014), 방송광고시장에

서는 시청률이 높을수록 광고매출액이 상승할 가능성

이 높아지며, 광고매출액(광고시간)의 변화가 시청률

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시청률이 광고매출액에 주는 

영향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고, 광고매출액이 늘어나

면 그 수입을 컨텐츠 재투자에 사용하고 그 결과 다시 

시청률을 높이는 장기적인 긍정적 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3) (<그림 2>의 R3 참

조).

VOD 매출 규모는 2011년 746억2900만원, 2012년 

1271억8400만원(70.4% 상승), 2013년 1716억8600만

원(34.9% 상승)으로 급증하면서 매년 수신료·가입자 

[그림 2] IPTV 활성화 촉진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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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성장세를 넘어섰다. IPTV 이용행태 분석 (방송통

신위원회, 2013)에 따르면 IPTV 가입 가구 구성원의 

VOD이용률은 3.5%로 디지털 케이블 가입 가구 구성

원의 이용률(9.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보

이며 IPTV 가입 가구의 증가와 유선방송의 디지털 전

환에 따라 매체 이용 행태도 기존의 수동적인 실시간 

시청에서 원하는 시간에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이용

하는 능동형 소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문

가 인터뷰 결과 방학이나 휴가와 같은 시즌편성과 극

장 개봉 시 화제가 되었던 영화의 특집편성이 VOD 매

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테마

별 VOD구성과 최신, 인기편성을 위해 전담인력이 구

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청행태의 변화를 통

해 IPTV 가입자의 증가는 유료 VOD 이용률을 증가

시켜 VOD 매출 상승과 가입자당매출 (ARPU) 상승

으로 이어지고, 매출 상승을 통한 이익의 증가는 장기

적으로 IPTV 매력도를 높여 다시 IPTV 가입자를 증

가시키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그

림 2>의 R4 참조).

5.3 IPTV 저해요인으로 인한 활성화 저해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유료방송의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자 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유료방송 산업은 이미 가입

자가 포화된 상태로 가입자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유료방송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VOD와 같은 새로운 부가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가입자당매

출 (ARPU)의 증가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김영주, 2013). 성장률 둔화와 가입자 포화 상

태에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디지털 케이블TV와 스

마트TV등의 경쟁 대체재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며, 비용의 증가로 인한 이익감소는 장기적으로 IPTV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떨어뜨리고 상품의 매력

도가 감소하면서 IPTV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

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3>의 B1 참

조).

[그림 3] IPTV 활성화 저해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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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유료방송 이용자의 상당수(69.9%)

는 유료방송 사용에 지상파채널 시청 가능 여부가 매

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지상파 채널의 시청 가능 여

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하고 방

송 이용 습관 역시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58.4%)가 지상

파를 우선 시청하고, 지상파에서 볼 것이 없으면 비지

상파채널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

원회, 2013). 지상파 뿐 아니라 실시간 채널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IPTV에서 제공

하는 VOD나 양방향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 보다 

IPTV 가입자들의 선호도와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이

므로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등의 PP 

(Program  Provider)들의 IPTV 플랫폼에 대한 영향

력이 증가하고 채널 서비스 확보를 위한 계약과 금액 

산정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이다 (권영선, 2008). 이로 

인해 컨텐츠 수급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비용의 증가

는 연쇄적으로 이익의 감소, 투자의 감소 그리고 장기

적으로 IPTV 매력도의 감소와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

는 부정적 피드백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그림 3>의 

B2 참조).

2014년 12월 16일 서울경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

상파 방송사는 최근 IPTV 관계자들과 만나 기존의 

280원 가량의 재전송료 (CPS)를 400원으로 인상하

는 방안과 이 방안이 수용되지 않을 시 VOD 가격을 

50% 가량 올리는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IPTV 가입자

가 증가하면 가입자당 재전송료 (CPS) 증가하고 비용

이 상승함으로써 이익과 투자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IPTV 매력도와 가입자가 감소하는 부정적 피드백 루

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3>의 B3 참조).

[그림 4] CLD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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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은 정액제 형태로 운영되고, PP (Pr-

ogram Provider)는 정률제 형태로 운영 중이기 때문

에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의 수신료 수익이 줄어

들 경우, 정액제 기반의 지상파방송은 동일한 정액을 

우선적으로 지불 받는 반면, PP는 줄어든 수신료 수

익에서 일정분량을 배분 받을 수밖에 없어 차별적으

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IPTV 플랫폼 입장에서는 

정액제인 재전송료 (CPS)보다 정률제인 재전송료 즉, 

PP(Program Provider)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비용부

담이 덜 할 수 있지만 IPTV 수신료 매출에 비례한 지

급 방식은 IPTV 가입자 증가로 인해수신료 매출이 증

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재전송료 비율도 높아지게 된

다.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이익과 투자가 감소하고 장

기적으로 IPTV 매력도와 가입자가 감소하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3>의 B4 참조). 

이러한 부정적 피드백 루프는 IPTV사업의 위기를 야

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기극복을 위해 조직차원의 

지식을 항상 현재 상황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하여 효

과적으로 지식관리를 해야 한다 (이건창, 2010).

5.4 분석결과 요약

5.4.1 이슈분석 및 대안

A기업의 사례 연구 및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분석 

결과를 IPTV사업 활성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IPTV산업에서의 양면시장 구조는 앞서 제 2장 이론

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IPTV 가입자의 VOD시청 

등의 소비량(시청시간, 빈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관심을 보이는 지불자 그룹 (CP)의 참여와 이에 따른 

양측의 거래량/소비량도 증가하게 되는 현상 즉,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IPTV산업의 양면시장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양면시장 이론에 따르면 

Money Side 측면에서 1번은 IPTV플랫폼이 지상파와 

그 외 PP (Program Provider)들에게 제공하는 유/무

형의 혜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의 1번을 통해 IPTV플랫폼은 지상파 PP와 

그 외 여러 PP가 제공하는 광고가 포함된 방송프로그

램을 전국단위, 멀티스크린을 통해 송출해 주는 편익 

또는 효용을 제공한다.

Money Side 측면에서 <그림 6>의 2번은 1번에서 

IPTV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익에 대해 PP (Program 

Provider)가 IPTV플랫폼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으로 홈쇼핑 PP와 같은 송출수수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현재 2번에서는 송출수수료가 아닌 방

송 프로그램 사용료의 대가로 컨텐츠(채널)를 공급받

고 있으며 1번에서 IPTV플랫폼은 전국 채널송출이라

는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상파 PP 및 그 외 PP(홈

쇼핑 PP 제외)들에게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를 꺼릴 정

도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전자신문 보도자료, 2014).

[그림 5] IPTV 산업의 양면시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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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양면시장 이론을 통한 이슈분석

PP (Program Provider)의 경우 IPTV 수신료의 

50%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

상파 PP의 경우 IPTV 가입자 한 명당 280원의 수수

료 (CPS)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400원

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프로그

램 사용료와 재송신료는 IPTV 가입자가 늘어나고 수

신료 수익이 증가할 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국

민관심행사(월드컵, 올림픽 등)에 대한 중계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매년 컨텐츠 사용료에 대

한 수수료는 증가하고 있다. IPTV산업에서의 Subsidy 

Side User 와 Money Side User의 특성을 통해 IPTV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상 Subsidy side에 

있는 사용자는 가격과 품질에 민감한 그룹이므로 수

신료를 인위적으로 높이는데 한계 존재한다.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경쟁 대체재로 빠른 이탈이 일어날 것이

기 때문이다.

국내 유료방송에 대한 정부규제 중 정부의 승인방

식의 차이로 인해 케이블방송의 경우 약관가격 이하

로 자유롭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반해, IPTV는 약

관을 변경하기 전에는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 수신료

를 통한 가입자당매출 (ARPU)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TPS 결합상품 판매로 요금의 할인혜택을 제

공하고 IPTV 가입자 즉, Subsidy Side User에 의한 

ARPU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Money Side User가 제

공하는 보완재에 대한 효용과 편익의 가치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

양면시장 이론에서 Money Side User는 IPTV 플

랫폼 참여자 즉, 보완재의 공급자이면서 플랫폼에 수

[그림 7]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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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를 제공하는 지불자 그룹으로 볼 수 있다. Money 

Side User의 경우 타 경쟁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지 않은 유일무이하면서 독특한 플랫폼 참여자가 있

는 경우 Subsidy Side User 즉, 보조자 그룹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IPTV사업에서는 국내 메이저 CP외 

킬러 컨텐츠를 보유한 CP와의 독점계약으로 보조자 

그룹의 싱글호밍 (Single Homing)을 유도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IPTV 플랫폼의 지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타 플랫폼에서는 지불자 그룹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지불자 그룹만을 위한 혜택 또는 효용이나 편익을 제

공하는 것으로도 플랫폼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림 9] IPTV 활성화를 위한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제안

[그림 8] 핵심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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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에서 플랫폼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수익

배분과 이에 따른 회계정산시스템, IPTV 시청자들의 

보완재 사용 이용률, 구매빈도, VOD 시청률 등의 수요

예측과 마케팅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객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4.2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앞서 도출된 4개의 활성화 촉진루프과 4개의 활성

화 저해루프 모두 연결하여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으로 제안한다 (<그림 7> 참조).

6. 결론 및 시사점

6.1 IPTV사업 활성화 방안

본 연구의 제1장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급격한 양

적 성장기를 지나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사례 분석

결과와 이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IPTV사업 활

성화를 위한 상위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1.1 핵심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앞장에서 도출된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그램과 양면

시장 이론을 바탕으로 이슈분석을 통해 IPTV 사업 활

성화 촉진과 저해 핵심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은 <그림 

8>과 같다. 

IPTV사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순환 구조의 핵심

루프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지속적인  IPTV 

가입자가 증가하며 이와 함께 간접(교차) 네트워크 효

과 발생을 통해 IPTV 플랫폼 참여자 즉, 보완재 공급

자가 증가하고 가입자당 매출과 수수료 매출이 증가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익과 투자가 증가하여 IPTV 

매력도가 상승하여 IPTV 가입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순환구조의 핵심적인 루프는 시장포화

에 따른 잠재고객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되어 경쟁

비용의 증가가 이익의 감소와 IPTV 매력도를 감소시

켜 장기적으로 IPTV 가입자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6.1.2 활성화 방안

IPTV사업 활성화 핵심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에서 부

정적 순환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컨텐츠 수급비용의 절감이다. IP기반으로 시

청률 조사를 하여 매출과 IPTV 활성화 기여도를 측정

함으로써 컨텐츠 수급 비용에 적용한다면, 합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한 비용산정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킬러컨텐츠 확보를 위

한 지속적인 투자와 제휴, 인수합병을 통해 컨텐츠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함(이상호, 2010)과 동시에 실시간 

채널 시청 중심으로 인한 지상파 컨텐츠 의존도를 장

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규시장 발굴은 A사의 아프리카 르완다 진출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개발

도상국 중심의 통신망과 결합된 새로운 IPTV 시장에 

대한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긍정적 순환 구조를 강화

하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적 고

도화와 신규 결합상품 강화 그리고 플랫폼 참여자의 

확대가 있다. 시청자를 위한 기술적 고도화는 시청자 

개개인의 컨텐츠 소비성향이나 선호하는 컨텐츠, 주 

시청시간 등 IPTV 이용 행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추천알고리즘을 통해 IPTV를 좀더 편리하고 개인화

된 매체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완재의 소비촉진

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플랫폼 참여

자 관점에서의 기술적 고도화는 플랫폼 참여자가 보

완재를 통해 IPTV 가입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IPTV 가입자의 보완재 이용률과 선호도 등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하며 그 외 보완재 특성에 따라 마케팅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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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 기술적 고도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이러한 기술적 고도화가 플랫폼 참여자의 수익창

출에 기여할 것이며 플랫폼 참여자의 성공은 곧 IPTV 

플랫폼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고리를 만

들 것이다 (<그림 9> 참조).

A 기업의 IPTV사업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 및 양면

시장이론과 플랫폼비즈니스 관련 연구 등을 종합하여 

각 과제의 세부 제안내용 및 과제의 수행단계를 제안

하였다 (<표 3> 참조).

앞서 제시한 세부실행과제와 이행단계를 바탕으로 

IPTV사업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림 10> 

참조).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양적 성장기를 거쳐 질적 성숙기로 도약

하기 위한 국내 IPTV사업 활성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표 3] IPTV사업 활성화 과제 및 실행방안 제안

실행과제 세부 실행방안 제안

플랫폼 참여자 확대
(중/장기)

• TV시청환경에 최적화된 킬러 컨텐츠, 킬러 앱 공급자 확대를 통한 수익기반 확보, 궁극적으로 IPTV 생태계 
확대를 통한 상생

• 호환성 확보 및 제휴를 통한 홈네트워크 시장 확보의 기반 마련

신규TPS 결합상품 강화
(중기)

• 네트워크와 TV셋탑박스 고도화
• 가입자 확대 및 기존고객 Lock-in

기술적 고도화
(중/장기)

• IPTV 플랫폼 참여자가 원하는 고객정보 및 매출정산시스템 개발
•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츰 개발 및 시청형태 분석을 통한 보완재 소비촉직 및 ARPU 극대화

컨텐츠 수급비용의
합리화 제도 마련 (단기)

• IP기반의 정확한 시청률 조사
• IPTV 플랫폼 기여도에 따른 비용 합리화

투자/제휴/M&A (단기) • 한미 FTA에 따라 해외 PP들과 독점적 제휴를 통한 독점 컨텐츠 공급

신규시장 확보
(장기)

• LTE망 구축 이후 LTE와 결합한 IPTV 상품 런칭
• 향후 해외 진출시 네트워크와 IPTV 결합상품 수출

[그림 10] IPTV 사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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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A기업의 사례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데

이터를 수집하였으나 IPTV사업 활성화 촉진 및 저해

요소를 분석하였기에 실증적인 입증이 부족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IPTV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모

델이 정착된 이후 대안 검증을 위한 정량적 효과 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샘플 수의 제약이 있고, 전문가 인터뷰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

셋째, 사례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IPTV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A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함으로써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산업 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개발 단계에서 지속적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보완의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의 완성도 관점에서 미

흡함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IPTV사업

의 정량적 효과, 외부효과 반영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발

전시켜 보다 정교한 모델의 개발과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3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IPTV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

구는 공급자측면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IPTV 시

장의 구조적인 특성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동태적 변화와 인과관계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국내 IPTV사업 활성화가 저조한 원인을 

동태적이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보

았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내 IPTV사

업 활성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활성화 

요인과 저해 요인에 대해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

한 요인들의 인과관계와 영향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IPTV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현상을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현재의 상황

만 고려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변화와 피

드백 효과, 잠재변수간의 연관관계를 반영하지 못하

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로 제시한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은 국내 IPTV사

업 활성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IPTV사업을 양면시장에서의 플랫폼 비즈

니스로써 정의하고 기존의 정량적 방법으로 도출하지 

못한 새로운 영향변수를 도출하고 변수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

의가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문헌들이 사용자의 IPTV 

이용 만족도와 컨테츠 측면에서 주로 논의된 것과 달

리 (김형일 외, 2005; 손민희, 한계숙, 2010; 이상호, 

2010; 정인숙, 2009), 공급자 관점에서 IPTV사업 활

성화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IPTV 사업을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시스

템적 사고 접근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시도하여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IPTV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

고, 그에 따라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지식경영 관련 의의가 높다 (손하늬 등, 2013).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으로 적용한 시스템 사고 접근 

방식을 통해 각 요인들 간에 존재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슈를 도출 하였다. 그리

고 국내 IPT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통해 각

각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시스템 다이나믹

스 연구방법론으로 긍정적 영향요인과 부정적 영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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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는 

이슈와 대안을 일차원적으로 논의한 반면 (KT경제경

영연구소, 2010; 김원식, 2007; 나스미디어, 2014; 주

정민, 2010), 본 연구는 이와 비교하여 실무적인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 IPTV사업 활

성화를 위한 각각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에 대해 세밀

하게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실행과제와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IPTV사업의 활성화를 성공

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각각의 과제의 선후 관계와 궁극적으로 달

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하여, 순차적으로 과제

들을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IPTV산업의 시장점유율 및 가입자 부분

에서의 선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IPTV 생태계 전반적

인 활성화를 위한 요인 파악과 실무적 관점의 이슈 도

출과 활성화 과제 그리고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

써, 향후 국내 IPTV사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경영

전략 수립과 국내 IPTV산업 정책수립 시 기존 단면시

장의 관점이 아닌 양면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생태계 

조성을 정책목표로 보다 현실적인 IPTV산업의 규제와 

진흥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IPTV사업 활성화의 이슈들과 대안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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