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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유료방송 사업환경은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뿐만 아니라 의 등장으로 매체간 경쟁이 더욱IPTV

치열해지고 있다.

위성방송은 년 현재 무궁화위성 호를 통해2008 3

여개 급 채널 개 급 채널과160 SD TV , 46 HD TV 41

개의 오디오 채널 여개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30

중이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쟁속에서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1 H.264

및 기반 다채널 서비스를 개시하고DVB-S2 HD ,

지속적으로 채널을 확장하고 있으며 등HD , VOD

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방송통신 융합형 를IP TPS

제공하고자 준비중이다 위성방송사업자의 차세대.

플랫폼은 와 방식의 다채널HD H.264 DVB-S2 HD

방송시스템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망과, IP

망의 연동시스템과 위성 서비스 를 통합 제공IP “ +IP ”

하는 차세대 수신기로 구성된다 만 가입자의. 235

위성방송은 최근 만 가입자를 확보하여, 10 HD HD

사업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 동향Hybrid

을 다루고 있다 장에서는 해외 위성방송 사업동향. 2

으로 및 기반 다채널 서비스H.264 DVB-S2 HD ,

기반 서비스와 사업제휴 동향 다양한IP Hybrid ,

주변기기 연동이 가능한 멀티 디바이스 구성 동향

을 설명하고 장에서는 국내 위성방송사업자가, 3

준비하고 있는 위성 와 의 사업TV IP VOD Hybrid

추진개요 재분배 솔루션인 와 기반 영상, IP MBS IP

전화 서비스인 를 소개하고 장에서는 결론을MoIP 4

맺었다.

위성방송 사업 동향.Ⅱ

다채널 서비스2.1 HD
위성방송사업자의 도입은 북미 유럽H.264 HD ,

및 아시아 전역에서 공격적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더 많은 중계기를 확보하여.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개시 및 케이블방송IPTV

사업자의 망인 의HFC(Hybrid Fiber & Coaxial)

전반적인 고도화 이전에 다채널 로의 차별적인HD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적 결정에 따라

대부분 세대 인코더 시대를 마감하고 세대1 2

기반으로 플랫폼을 전환하고 있다H.264 HD .

미국의 독일의DirecTV, EchoStar, Premiere,

프랑스의 과 일본 등 많은CanalSat SkyPerfecTV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이미 및 기반H.264 DVB-S2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거나 준비중이다 아시아에.

서는 스카이라이프가 가장 먼저 및H.264 DVB-S2

의 신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보다 위성방송 사업개시가 수년 빨랐던 일본의

보다 상당기간 앞서서 추진하고SkyPerfecTV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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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사업제휴2.2 Hybrid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케이블방송과 사업의IPTV

위협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양방향TPS

광대역망의 확보가 필요하고 사업적 서비스Hybrid

제공이 보편화 되고있다 광대역망이 없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경우 기업인수로 광대역망을 확보하거나

사업제휴 등으로 망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IP

하고 있다.

영국 는 인수를 통해 광대역망BskyB Easynet

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스라엘Hybrid ,

는 을 통한 로 서비스를 위성YES DSL IP VOD Live

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국 는 하드TV . DirecTV

디스크 수신기로 망을 통한 다운로드PVR IP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프랑스 은. CanalSat

사업자인 에게 콘텐츠IPTV France Telecom Live

를 공급하는 모델로 접근했었던 사례가 있다 다양.

한 매체의 출현으로 매체간 경계가 급격히 허물어

지고 있으며 최근 위성방송은 모바일IPTV, , PC

등과의 서비스 제휴 및 가전사 제휴를 통한 홈네트

워크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럽시장에서의 위성과 형 시장이IPTV Hybrid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의 확보 차원에서, IPTV QoS

실시간 방송전용을 위해 위성과의 모델이Hybrid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내의 세계적인 수신기 업체,

인 휴맥스와 삼성전자도 유럽 시장에 본격 공급중

에 있다.

영국 사례2.1.1 BskyB

영국의 위성방송은 에 의한 독점 구조로BskyB

발전하였고 는 유럽 최대의 위성방송사업자, BskyB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는 약 만 가입자를. BskyB 898

보유하며 영국 유료방송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

고 있다.

표 사업현황 년 월1. BskyB (2008 6 )

Table 1. BskyB Business Status(2008.06)

가입자수 최근 개월3

전체가입자 만898 만증가9

가입자Sky+ 만371 만증가32

멀티룸가입자 만160 만증가3

가입자Sky+HD 만50 만증가3

가입자Broadband 만163 만증가20

전화가입자 만124 만증가15

ARPU 년427( )₤

는 년에 영국의 기반 초고속BskyB 2006 DSL

인터넷 사업자인 을 인수 케이블방송의Easynet TPS

와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인IPTV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가입자 만Sky Broadband 163

명으로 최근 개월간 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림3 20 . 1

의 예시 상품과 같이 방송 인터넷 전화를 번들로+ +

판매하는 를 제공하고 있다TPS [1].

그림 상품구성 사례1. BskyB TPS

Fig 1. BskyB TPS Product Example

프랑스 사례2.1.2 CanalSat

프랑스 은 프랑스 유료방송 시장의CanalSat

지배적 사업자로 최근 의 인수가 승인되었고 경TPS ,

쟁사 대응 전략은 등 신규 경쟁매체에IPTV, DTT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쟁사 대비 우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략 과 모바일“Best offer ” IPTV, DTT,

등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콘텐TV

츠를 유통시키는 멀티플랫폼 전략 등“ ” HDTV, PVR

을 통해 위성 플랫폼의 기술적 리더쉽도 유지하는

기술 리더쉽 확보전략 이 주요 전략이다“ ” .

의 경우 모바일 등CanalSat IPTV, DTT, TV

신규매체를 자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망으로 간주해 적극 진출하고 있다 자사의 콘텐츠.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회사인 을 설립Canalsat DSL

하여 의 포탈인 서France Telecom IPTV Orange

비스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통신사업자와 방송 사업

자의 제휴모델로 를 접근했었던 사례가 있다TP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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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디바디스2.3
현재와 같이 변화가 빠른 유료방송 시장에서 방송

사업자에게는 콘텐츠를 수신기를 통해 이동TV PC,

전화 와 같은 이동형 디바이스 등 다른 기기로의, PMP

전송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수신기에.

연결된 주변기기를 연결하여 홈네트워크를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공유하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현재

출시되어 있다 위성방송의 제한 수신시스템 공급사인.

는 자사의 헤드앤드 솔루션으로 플랫폼을NDS Unified

경유하여 콘텐츠 사용권한을 관리하는 사업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림 의 멀티 디바이스 구성도와 같이 가정. 2

내에서 를 중심으로 기반 홈네트워크 이동형TV IP , PVR

을 연동한 멀티룸 서비스의 제공과TV PMP, MP3

플레이어 등 주변기기의 연동이 가능한 통합 콘텐츠

보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 시간 장소 기기, ,

상의 유연한 콘텐츠 활용이 생활속에서 편하게 가능하

도록 한다[3].

그림 멀티 디바이스 구성도2. (NDS)

Fig 2. Multi-Device Configuration(NDS)

국내 위성방송 서비스. HybridⅢ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과 기반 사업IP Hybrid

추진을 통해 다채널 위성방송 서비스와 초고속HD

인터넷 및 이동망과 연동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차세대 방송 플랫폼과 수신기 등 인프라의HD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있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자 하며 이동IPTV,

통신 인터넷포탈 가전사 등과 사업제휴를 활성화, ,

하여 각사의 시너지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단계별

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고자 한다 위성방송 가입.

자에게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방송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향후

영상전화 등 서비스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MoIP) .

라이브3.1 IP-VOD/QPSK TV Hybrid
기반 서비스의 장점은 저비용으로 상대IP VOD

적으로 대규모의 콘텐츠를 수용하여 시청자가 자기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미디어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그림 에 제시된 위성 와3 TV IP

사업추진을 통해 위성으로 직접 전송VOD Hybrid

되는 수백채널 규모의 다양한 및 채널SD HD ,

오디오 채널 데이터 서비스 외에 네트워크를, IP

통해 화질로 최신영화 드라마 교육 키즈HD , , , ,

음악 등 고객 니즈가 있는 콘텐츠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반복 시청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성방송 차세대 방송 플랫폼 구축시 추가적

으로 서비스 제공환경을 단계적으로 준비IP VOD

하여 미래 경쟁환경에 대비하고자 하며 사업VOD

제휴를 통한 플랫폼 구축을 준비중이다IP VOD .

그림 사업개요3. IP VOD Hybrid

Fig 3. IP VOD Hybrid Business Outline

3.2 MBS(Multi-dwelling Broadcasting Service)
는 그림 의 시스템 구성도와 같이 위성MBS 4

방송망을 중계망으로 할용하고 아파트 통신실 등

중간지점에서 방송신호를 화하여 초고속 인터넷IP

사업자의 시설을 통해 가입자 댁내의 통신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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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념적으로는.

과 유사하며 재변조를 담당SMATV-QAM QAM

하는 장비 대신 컨버터를 사용하여 위성방송IP

신호를 변환한후 로 전송하고 가정에서는 이더넷IP

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기가 수신후 콘텐츠를 시청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림 서비스 구성도4. MBS

Fig 4. MBS Service Configuration

영상전화3.3 (MoIP)
위성방송 수신기로 기반의 를 통한 영상IP TV

전화 서비스 및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고 서비스 차별화를 도모하고

자 한다.

영상전화 사업은 위성방송의 전국 단일 사업자

라는 장점을 살리면서 망 확보 비용을 인터넷IP

전화 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어 저비용 투자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순한.

인터넷 음성통화 수준을 넘어서 영상통화와TV

보안 슬링박스 등 부가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 .

그림 는 국내 수신기 제조사인 디지탈멀티텍의5

기능을 내장한 수신기 모델이다MoIP .

그림 지원 수신기5. MoIP DMT6200 [4]

Fig 5. MoIP Support DMT6200 STB[4]

결 언IV.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위성 케이블 통신사업 등, ,

기존 사업영역 개념이 재정립되고 그 중심에 인터,

넷 기술과 인프라가 있다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물리적 개념의 망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수용

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와 방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인터넷 기반의.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고자 유료방송 사업자는 기존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제휴하거나 복합형 서비스

상품 출시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향후 년간 디지털 방송5

전환 의 시장진입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IPTV ,

가속화라는 변화의 큰 흐름이 예상되며 사업자로서,

는 경쟁시장속에서 생존 및 성장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스카. 이라이프는 와H.264 DVB-S2

기반 차세대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채널 서비HD HD

스 등 기반 서비스 화상전화와 연동되는, VOD IP ,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MoIP

하고자 한다 다양한 신규 및 제휴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을 통해 의 등장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유료IPTV

방송 경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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