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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세계는 이미 IPTV 시대라고 할만큼 인터넷 TV는 급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2007년 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1,500만 명, 2008년에는 폭발적 수요증가로 2,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도 이미 사업자수가 200개를 넘어섰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주

요 통신업체들도 투자 확대 추진중임.  KT도 08년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인프라에 2천800억 원, 콘텐트 강화에 1,300억 원 투자할 예정임을 밝히는 등 관련 

업체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관련하여 IPTV의 세계적 동향과 주요 기술동향,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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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함 

 

 

II.  IPTV 정의와 분류 
 

 IPTV정의  
 IPTV = Internet Protocol TV 

 현재 엄밀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브로드밴드 액세스 망 위에 설치된 

Closed IP Network를 통하여 STB(Set Top Box)에 접속된 일반 TV수신기 등에 영

상을 전달하는 서비스라는 공통의 인식이 정착되고 있음 

 따라서 IPTV요건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음 

 IP에 의한 전송 

 Closed망에서의 전송(따라서 인터넷 TV는 엄밀하게 해당되지 않음) 

 일반 TV로 수신기로 시청 가능  
 

 IPTV 분류  
 IPTV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 

 첫 번째는 영상 콘텐트 종류에 의한 것으로 동시재전송, 시차재전송, 자가   

제작 프로그램, VOD, Download 

 두 번째는 전송로에 의한 분류로 Closed IP망(지역/전국), Opened IP망 

 그 외에 관련 서비스로는 인터넷 TV, Podcasting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IPTV 및 유관 서비스는 ①지상파 방송 IP재전송(동시, 시차)와 ②재전송 서

비스에다 자체 제작한 프리미엄급 서비스 제공, ③ 지상파를 재전송 않고 독자 제

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IPTV사업, ④인터넷TV, ⑤ 다운로드 서비스로 크

게 분류할 수 있다 

 

【IPTV 및 관련 서비스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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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의 서비스 포지셔닝 및 특징 
 IPTV는 결국 TV, PC, 휴대전화와 게임기 등의 역할이 중첩된 통방 융합의 시대의 

종합 생활 문화 패턴으로 포지셔닝될 것으로 예측됨 

 
 IPTV 특징 

 쌍방향성: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구현 가능 및 T-Commerce나 온라인 게임, 

채팅, 이메일 등의 양방향 서비스 이용이 가능 

 개인화:  Point to Point전달 방식으로 개인화된 채널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인 개인의 취향에 따른 개인화된 포털 TV도 등장 가능 

 다양성: 초고속인터넷, VoIP, IPTV등이 결합된 TPS제공이 가능하고 그 외 다양

성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IPTV  Value Chain  
 IPTV는 콘텐트 → IPTV서비스 → 전송 → 단말 → 콘텐트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 

속에서 상호 융합과 경쟁을 통하여 발전될 전망 

 

【IPTV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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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PTV 세계 동향 
 

 가입자 수 동향 
 현재 전세계적으로 IPTV사업자 수는 200여 개 이상이며, 가입자수도 2007년 말 기준

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8년에 2,500만 명을 돌파할 것

이라는 예측도 있음(멀티미디어 리서치 그룹(MRG))   

 

 한편 또 다른 보고서(인포마 텔레콤 & 미디어)에 따르면 2012년에 중국 IPTV가입 가

구수가 662만 가구에 달하여 세계 1위 규모를 차지하며, 미국도 AT&T와 버라이존 등

의 IPTV 경쟁적 투자로 2012년 488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임 

※ 인포마텔레콤& 미디어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로 보임 

 

【세계 지역별 IPTV 가입자 수 동향】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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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RG 

 

【2012년 IPTV 세계 5대 시장】 
(단위: 만 가구) 

255
314

416

488

662

중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출처: 인포마 텔레콤&미디어 

 

 주요 국가별 현황 

 
 일본 동향 

 2003년 역무 이용 방송법의 적용으로 제 1호 서비스 사업자 시작(BBTV) 

 현재 주요 4개사가 IP Multi Casting방식에 의하여 동영상 전송  

  BBTV(BB케이블, 소프트뱅크) 

  광플러스TV(KDDI) 

  4th Media(NTT) 

  온디멘드TV(i-Cast) 

 서비스 십 수개의 채널 서비스, VOD, 가라오케 서비스 등이 있음 

 엄밀한 의미에서의 IPTV는 아니지만 GyaO란 회사는 인터넷에 의한 동영상 

전송 서비스(인터넷 TV)를 하고 있고, PodTV는 포드캐스팅에 의한 동영상 

전송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에는 일본 주요 가전 메이커가 연합하여 고화질, 고기능성 IPTV전용 TV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영국 동향 

 1999년 영국 북부 Hull시에서 KIT(Kingston Interactive TV사) 영국 최초 IPTV 

실시하였으나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아 2006년 4월 서비스 중지 

 

 런던 지구에 1개사 서비스 제공(Home Choice(Video Networks Ltd.) 

- 가입자수 34,000명(2006년 2월 기준) 

- BBC, ITV의 재송신 실시 중 

- 전송로는 ADSL사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유럽 1,8556,300 3,517,300 6,156,000 9,662,800 

북미 970,277 2,350,680 4,594,533 7,541,836 

아시아 941,800 2,215,800 4,349,800 7,504,800 

기타 13,700 71,000 250,000 635,000 

합계 3,782,077 8,154,780 15,351,133 25,3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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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BT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Freeview사 의 30채널을 재송신과, VOD

서비스 실시(BT Vision)하여 현재 2007년 말 기준 약 10만 명 정도 가입자 

확보 중 

 

 프랑스 동향 

 2003년 LLiad가 최초실시, France텔레콤이 2004년 서비스를 개시함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송 외에도 다채널 서비스, VOD등을 TPS의 1개 메뉴로 

제공하고 있고 전송로는 ADSL를 활용  

 가입자수는 프랑스 텔레콤(MaLigne TV)에 42만 명, Neuf Cegetel(neuf TV)가 

30만 명 LLiad(Free)가 26만 명 등 약 100만 명 이상이 IPTV를 즐기고 있음

(07년 말 기준)  

 프랑스 텔레콤은 IPTV서비스를 폴란드, 스페인 영국등에서 실시할 예정 

 역시 도이치 텔레콤과 텔레콤 이탈리아도 프랑스에서 IPTV를 실시할 예정으

로 유럽 사업자간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이탈리아 동향 

 FastWeb사가 2001년부터 VOD형태로 FastWeb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T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가입자수는 19만 명

(2006년 기준) 

 FastWeb의 주요서비스는 국영방송(RAI)지상파 재전송, 헐리우드 영화, TV방

송등의 다채널 서비스, VOD하고 있고, 또 유일하게 온라인 게임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ADSL, FTTH 두 가지의 전송로를 이용하고 있음  

 그 외 Telecom Italia사가 2005년 12월부터 Alice Home TV 서비스를 로마, 

밀라노, 보로냐, 파레르모등 4개 도시에서 제공함. 전송로는 ADSL이용  

 

 

 그 외 유럽 국가의 동향 

 독일은 Deutsche Telekom사가 2006년 후반부터 TV재전송과 VOD서비스를 

시작하였음 

 

 벨기에는 Belgacom사가 2005년 6월부터 Belgacom TV란 IPTV 서비스하였고 

2006년 6월 기준으로 가입자수가 19만 명을 돌파하였음. 벨가콤 TV는 축구

중계에 특화된 서비스로 1개월에 7.95유로를 내면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원

정 경기를 볼 수 있으며, 가입자들은 벨가콤 TV를 통하여 날씨, 복권, 전자메

일, 채팅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축구 용품도 살 수 있음 

 

 스페인은 Telefonica사가 2004년부터 Imagenio란 IPTV를 서비스하기 시작하

였고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남

미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오스트리아는 Telecom Austria가 2006년 3월부터 AON Digital TV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함 

 

 아이슬란드는 Iceland Telecom사가 Siminn이란 이름으로 서비스 제공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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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향 

 Verizon사가 전미 15개주에 FiOS TV란 이름으로 IPTV서비스 제공 

- 단 방송의 재송신은 QAM방식이고, VOD만 IP전송임 

- 전송로는 FTTH 이용 

 AT&T는 2006년 1월부터 U-Verse TV로 IPTV제공하였고, 최근에 12만 6천 명

의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100만 명까지 가입자 확대를 하겠다고 공표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8년 50억불 이상을 투자하여 망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함 

 최근 인수한 Bell South를 통하여 남동부에도 U-Verse TV서비스를 확대할 예

정임 

- AT&T는 방송재전송도 IP전송 방식임 

- 전송로는 FTTN(Fiber To The Node)와 VDSL/ADSL를 활용 중 

 이외에도 MstarMetor의 InfiniteChoise Television, Optical Entertainment 

Network사의 Fision등도 FTTH에 의한 HDTV의 지상 디지털 방송을 재송신하

고 있음 

 

 

 홍콩 동향 

 PCCW(Pacific Century Cyber Works)가 2003년부터 Now Broadband TV란 

IPTV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가입자수는 2005년 11월 기준 441,000명임.  

 PCCW는 이탈리아의 FastWeb사와 더불어 IPTV의 선두주자로 알려졌으며, 홍

콩 내에서도 2010년 이후에는 케이블 TV가입자를 앞설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  

 2008년까지 가입자수 100만 명을 목표로 2007년부터 영국 프리미어 리그 독

점중계권 확보(10억 홍콩 달러)등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그 외 아시아 국가의 동향 

 중국은 China Telecom과 China Netcom등이 2004년부터 중국 내 유선 통신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CCTV, SMG(Shanghai 

Media Group)등의 미디어 그룹도 콘텐트업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

스에 나서고 있음 

- China Netcom은 2006년 4월 서비스 중지함  

 

 인도도 Relaince Infocomm과 Atlas Interactive가 서비스를 시작함 

 

 

 

 우리나라의 현황 
 

 2007년 12월말 경 인터넷 멀티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08년 상반기에는 

IPTV서비스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KT 

 08년에 150만 명 가입자 확보 목표로, 08년에 2,800억 원을 인프라 투자

(FTTH가입자 망 커버리지 67%까지 확대) 및 1,300억 원을 콘텐트 강화에 투

자 예정 

 포탈 사이트인 파란을 통한 게임과 영상 콘텐트 사업 추진 및 올리브라인, 싸

이더스등을 통한 영화 콘텐트 확대 추진 

 또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WiBro, IPTV, BcN등과 연계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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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추진 예정 

 해외 진출도 추진 중 

 (NTC란 러시아 법인을 통한 IPTV도입 검토 중) 

 

 

 하나로 텔레콤 

 07년 하나TV를 통한 81만 명 가입자 확보 등 선발 주자로서 입지 확보중 

 기존에 중심을 두어왔던 콘텐트 별 채널을 부여한 VOD서비스에서 간단한 리

모컨 조작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콘텐트에 특화된 서비스 추진 중 

 위너브라더스와 콘텐트 수급계약 체결(모든 시작 영화의 홈비디오 출시와 동

시에 하나TV에 서비스 제공) 

 해외 진출도 추진중 

 SK텔레콤과의 통합 이후 힐리오를 통한 미국 내 초고속망사업자들과 연계

를 통한 미국 진출 검토 

 

 

 

 전세계 주요 사업자 현황 

나라 사업자 IPTV서비스 전송로 비고 

BT BT Vision   

Video Networks 

Ltd. 

Home Choise DSL  

영국 

Kingston Interactive KIT DSL 2006년 4월 중

지 

France Telecom MaLigne TV DSL  

lliad Free DSL  

Canal Plus CanalSatDSL 

Canal Plus DSL 

DSL  

프랑스 

TPS TPS L  DSL  

FastWeb FastWeb FTTH/ADS

L 

 이탈리아 

Telecom Italia Alice Home TV ADSL  

독일 Deutsche Telekom  VDSL  

벨기에 Belgacom Belgacom TV ADSL  

스페인 Telefonica Imagenio   

아이슬란드 Iceland Telecom Siminn ADSL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AON Digital TV DSL  

BB Cable BB TV ADSL/FTT

H 

 

KDDI 광 플러스 TV FTTH  

온디멘드 TV 4th Media FTTH  

일본 

iCast 온디멘드 TV FTTH  

홍콩 PCCW Now Broadband 

TV 

ADSL  

China Telecom 2004년 시험서비

스 

DSL  

China Netcom 40개 도시 시험 

서비스 

DSL 2006년 4월 중

지 

중국 

상해미디어 그룹 2005년 6월 개시 A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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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zon FiOS TV FTTH  

AT&T U-Verse TV FTTH+VD

SL 

 

Bell South 2006년 개시 FTTH+AD

SL 

 

UTOPIA MstarMetro FTTH  

미국 

Optical 

Entertainment 

Networks 

InfiniteChoise 

Television 

FTTH 400채널 이상 

(그 중 50채널

은 HDTV전

송) 

카나다 Bell Canada Bell Express Vu VDSL  

Relaince Infocomm    인도 

Atlas Interactive    

싱가폴 StarHub    

IV. IPTV 기술 동향 
 

 IPTV 관련 기술 분류 
 IPTV 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콘텐트, IPTV서비스, 전송 망, 단말 중에 콘텐트를 

제외한 3개 요소에 대한 각각의 요소기술에 대하여 각 관련 벤더가 제품을 제공하

고, 표준화 활동을 추진중임 

 

 
 

 

 IPTV 관련 기술 표준화 활동 단체 
 다수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나 커버리지, 상호 연계 등에 대

하여 아직 충분한 협의와 제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준화 단체 표준화 활동 개요 

ISMA 

(Internet Streaming 

Media Alliance) 

IPTV Work Group 기존 규격 중 최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어디에도 규격이 없 

는 경우에는 규격을 신규로 작성함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Project) 

DVB-IPI 

(internet Protocol  

Infrastructure) 

DVB는 유럽 디지털TV전송방식 표준 

화 단체로 CAS등을 규격화한 단체인 

데, IP네트워크 상에도 DVB방식의  

영상전송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음 

(참고로 DBM관련 우리 표준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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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곳이기도 함(DVB-H 를  

만든 단체임) 

ATIS(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IPTV  

Interoperability  

Forum(IIF) 

ATIS는 북미 통신관련 기술 표준화  

단체로 IPTV표준화 활동 및 상호  

접속 성 확보 관련 활동 실시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홈 네트워크 상에서의 각종 단말을 

이용한 사진, 음악, 동화상등 콘텐트 

이용을 위한 표준화 단체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IPTV 

OCC(oversight  

and Coordination  

Committee) 

CEA는 북미 가전 메이커 단체로 

IPTV  

서비스용 가정 내 기기의 상호 접속 

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활동 

IPDR(Internet protocol  

Detail Record  

Organization) 

IPTV Standard  

Initiative 

IPTV서비스에 대한 과금 관련 표준화 

단체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PTV Force그룹에서  

작성한 과제 배정  

및 권고안에 대한  

작업 추진  

IPTV관련(국가별, 지역, 다른 단체들) 

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행하고 있고,  

NGN, H. 264 관련 표준화 활동임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미국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조사위원회로 인터넷 표준 규격 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NGN관련 IPv6와  

모바일 IPv6 표준 활동 중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TISPAN（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converged Services and 

Protocols For Advanced  

Networking）프로젝트를 추진 중 

이며, ITU-T의 FGNGN（Focus 

Group  

Next Generation Network）과 함께  

NGN관련 표준화 연구 
※ IPTV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IPTV서비스에 필요한 차세대 전송 망 관련하여 NGN이 중요

하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표준화 활동임 

 

 

 IPTV 기술 표준화 관련 주요 이슈 
 전송 망(로) 

 IP 네트워크상에 영상전송 방식은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이 일반

화 되고 있음 

 Data 스트리밍 방식은 MPEG2-TS 패킷을 RTP패킷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DVB-IPI로 채용)과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직접 RTP패킷화 하는 방식

(ISMA2.0 Spec.) 두 가지가 있음 

 

 방송(재송신) 서버 

 각 채널과 그 송신 어드레스를 대응하는 체계(IPTV의 경우는 대역의 제약 때

문에 채널마다 각각의 스트리밍 하는 경우가 많음):  DVB가 SD&S(Service 

Discovery and Selection)을 규격화함 

 Multicast 어드레스 구별(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멀티캐스팅 서비스를 복수 제공

하는 경우에 IPTV용 멀티 캐스트와 다른 서비스용 Multicast과 구별할 필요가 

있음):  IETF에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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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콘텐트 서버 

 Streaming Protocol: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가 일반적임 

 콘텐트 내용 등의 기술: 기기 벤더에 따라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상호 호환성

이 없음 

 File Format: ISMA만이 표준화를 하고 있음 

 

 메타 데이터 

 EPG에 의하여 콘텐트를 검색하기 위한 메타 데이터: IPTV서비스용으로 end-

to-end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통화된 메타 데이터의 표준체계에 대해서 DVB

에서 작업중임 

 

 고객관리 

 유로 서비스 등에서 한정 수신: 종래의 CAS만으로 IPTV에는 불충분 

 DRM: 벤더마다 다른 DRM을 사용하고 있어 IPTV에 특화된 표준화는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  

 

 

 IPTV 향후 기술 과제 

 
 기기의 상호 호환성 및 상호 접속성 

 다양한 IPTV서비스가 전세계에서 시작되고 있고, 급격한 보급이 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나 각 서비스에 사용된 기기는 독자적인 사양이 많아 상호접속성

과 상호 호환성이 없는 상태임 

 

 표준화 활동 추진 필요성이 높아짐 

 전송 망, VOD서버, 방송서버, 메타데이터 관련한 다양한 표준화 활동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표준화 추진활동에서도 복수의 표준화 단체, 단체간 상호 관계 및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조정과 검토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중장기적 기술 과제 

 전송로의 다양화 

 EPG(Electronic Program Guide)와 리모컨 & 조작 화면 등의 고도화 

 UI 기능 고도화(RSS전송, 화면 검색 등) 

 새로운 서비스 형태에 대한 기능 정의와 이에 대한 표준화  

 

 

 

 

V. IPTV 향후 전망 및 과제 
 

 

 IPTV 발전을 견인하는 3대 중기적 트랜드 

 
 인프라 측면 전망 

 현재는 ADSL이 중심이지만 FTTH로 전환이 되고 더 나아가 무선 브로드 밴드

가 활성화되면 무선과 FTTH가 중심이 되고 서로 연동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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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이 큰 목적 중 하나이므로 전세계적으로 IPTV의 

보급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단말기 측면 전망 

 향후에는 거치형 TV만이 아니고 휴대전화, 휴대게임기 등에 대해서도 각종 콘

텐트 전송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 휴대전화 ↔ TV ↔ 휴대게임기 등 단말기 상호간의 콘텐트 전송이 

더욱 증가될 것임 

 

 서비스 측면 전망 

 유저가 편한 시간대에 자유 녹화(Time Shift), 더 나아가 시간, 공간, 상황을 

자유롭게 변경(TPO Shift: Time, Place, Occasion)하여 서비스의 편리성과 만

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IPTV서비스 전개 방향  
 IPTV는 3대 중기적 트랜드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는 

6가지의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함  

 콘텐트 확대 및 다양화 

 전송로의 다양화 

 단말의 다양화 

 이용 장면(장소, 시간)의 다양화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 

 광고 비즈니스 모델(CBM)의 활성화 및 정착 

 

【IPTV 메가 3대 트랜드와 6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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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O(Time, Place, Occasion) Shift 

 

 IPTV서비스 전개 방향  

 
 IPTV는 인프라와 단말, 서비스 형태의 발전에 따라 유저가 편리한 장소, 편리한 

시간대에 사용하기 편한 단말을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 단말에 구애 받지 않는 유

비쿼터스 시청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비자는 유비쿼터스형 시청을 통하여 음악,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와 뉴스 등의 정보, 그리고 이메일과 채팅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자

유자재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개인화된 (포털형)TV나 형태로도 

발전할 것임  

 

 이러한 유비쿼터스 시청 형태와 콘텐트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트 및 개인

화된 콘텐트가 라인업 되어야 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임 

 

 다양한 단말간의 전송과 다양한 콘텐트가 이용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다루기 쉬

운 형태 네트워크나 통합적인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PTV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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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발전 전망 

 
 현재 유럽과 홍콩 등은 1세대 형 IPTV를 성공리에 서비스 중이며, 미국을 중심으

로 2세대 형 IPTV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다채널 형태의 서비스가 중심임 

 

 향후에는 TPO Shift와 Wireless Broadband, 기존 단말과 휴대단말간 콘텐트가 서

로 전송되는 제 3세대 형 IPTV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제 3세대 형 IPTV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유무선 통합과 단말간 전송 가능에 따

라 하이엔드 사양의 TV와 유무선이 연동되는 휴대단말(휴대전화나 게임기)등의 등

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로도 원하는 것을 시청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

에서의 유비쿼터스 시청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인화된 패턴으로 게임, 음악, 뉴스 등 맞춤형 콘텐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프리미엄 급 서비스와 개인화된 서비스를 혼합된 개인화된(포털형)TV가 등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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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광고 모델, 콘텐트도 더욱 활성화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

한 변화에 따라 유저에게 가장 높은 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

의 종합형 콘텐트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임  
 

 

【IPTV세대별 구분】 

서비스 세대 구분 서비스 형태 Sales Point 과제 
제 1 

세대  

Broadband Network에  

의한 동화상 전송 

(Channel Service) 

 주로 xDSL 전송 

 SD Channel 

(TV방송의 재전송) 

 다루기 편함(STB) 

 Cable이나 위성방

송 대비 저렴함 

(TPS등 차별화) 

IP Multicast 

(SD전송)방식  

확립 

제 2 

세대  

Broadband Network에  

의한 동화상 전송 

(Channel Service) 

 주로 FTTH전송  

 HD Channel 

 고화질화(HD) 

 Multi-Channel 

 

IP Multicast 

(HD전송)방식  

확립 

제 3 

세대 

TPO Shift  WiBro전송 

 휴대단말 전송 

 녹화서비스 

 Podcasting 

Service 

 Time Shift시청 

(녹화, Podcasting) 

 TPO Shift 

(단말간 전송 가능) 

CAS, DRM등 

표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