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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3. 맺음말
결국 이동전화시장에서 범세계적인 입지를 가지지 못한 BT Wireless로서는 서유럽 시장
에서 이윤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내 경쟁사인 Vodafone과의 치열한 경쟁
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BT Wireless는 서유럽 통신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KPN/ NTT DoCoMo,
Telefonica 등 주요 사업자들의 인수 목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자료 :
[1] Gartner Group, BT Wireless Spinning Toward New Future , 2001. 5. 9.
[2] TR Daily, BT Changes Course On IPOs For Wireless, Directory Units , 2001. 5. 10
http :/ / www.tr.com/ tronline/ trd/ 2001/ td051001-03.htm
[3] Total Telecom, BT Wireless to be rebranded, no decision on Cellnet 2001. 5. 24
http :/ / www.totaltele.com/ vprint .asp?txtID= 40248

미국의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 시장 동향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연구원 곽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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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방송환경이 디지털화 되면서 기존의 매체간 경쟁 관계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 여러 시장조사 기관들이 미국내에서 디지털 케이블
TV가 그 동안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 시장에서 급신장세를 보여왔던 위성방송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고 있어 주목을 끈다.1)
1) 일례로 실리콘밸리뉴스(http :/ / www.svnews.com )는 지난 5월 21일, Strategies Group의
The U.S. Digital Cable Market 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미국의 디지털 케이블TV 시장이 오
는 2006년까지 연 평균 3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Screen Digest (2000. 3.)와 Forrester Research (2001. 4.)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
되고 있다.

2001-6-1

53

동 향

이미 디지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위성방송에 시장을 급격히 잠식당하고 있던 미국의
케이블TV 업계가 디지털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다채널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상파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위성방송의 실시를 앞둔 우리 유선방송 업
계에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2. 미국내 케이블TV와 디지털 위성방송의 경쟁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내 디지털방송을 주도했던 매체는 위성방송이었다.2) 지난 1994년
10월, Hughes Communication Inc.의 자회사로 출범한 DirecTV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미국의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 시장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9년
[그림 1] 미국 다채널 영상서비스 신규 가입자의 서비스별 현황( 1999. 7.)

기타 MVPD
5.1%
케이블TV가입자
29.6%

디지털위성방송 가입자
65.3%

자료: Paul Kagan Associates, Inc. 1999년 7월 14일 현재.

2) 위성방송을 일컫는 약자로 흔히 DTH와 DBS가 사용된다. DTH란 Direct -To-Home의 약자로,
일반적으로는 통신위성(엄밀히 말하자면 통신용 중계기)을 이용한 위성방송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에 비해서 DBS(Direct Broadcasting Satellite)서비스는 방송위성(방송용 중계기)을 활용한
위성방송을 의미한다. 대체로 방송용 중계기의 출력이 통신용보다 높기 때문에 DBS의 경우가
서비스 품질면에서 DTH에 비해 이론적으로 우수하지만, 기술 발달 등으로 해서 시청자로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은 DTH가 DBS보다 수신용 안테나
의 접시 크기가 더 크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참고로 국내 무궁화위성은 통신·방송 복합 위
성으로 통신용 중계기와 방송용 중계기가 함께 탑재되어 있으며, 사업자인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KDB) 측에서는 이들을 모두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엄밀히 말해서 DBS, DTH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BS와 DTH의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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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V가 경쟁사업자인 Primestar (4월)와 USSB(5월)를 잇달아 인수함으로써 더욱 뚜
렷해졌다. DirecTV의 경우 2001년 4월 현재 약 999만 4천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1천만 가입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2000년 9월(901만 7천여 명)에 비해서
거의 10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디지털 위성방송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늦어졌던 케이블TV 업계에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비록 전체적인 가입자 수에 있어서는 케이블TV가 위성방송에 비
해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상당수의 가입자가 위성방송 쪽으로 이탈되는 조짐
이 뚜렷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1999년의 경우 7월까지만 해도 전체 다채널 영상제공 서
비스에 신규 가입한 사람의 65.3%가 위성방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케이블TV를
택한 신규 가입자는 전체 신규 가입자의 29.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1999년 한해 동안만 무려 108억 달러를 인프라 구
축 및 시설 개선에 투자하였으며, 2000년 현재 전체의 65%정도에 불과한 750MHz 대역의
망을 오는 2003년까지는 전체의 95%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3) 이러한 망의 고도화
에 따라 2003년까지는 전체 가입자의 약 93% 수준에 달하는 망이 양방향성(two-way)을 갖
출 것으로 미국 케이블TV협회(NCTA)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제공하는 채널수도 40여 개에
서 160여 개로 증가함으로써 위성방송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케이블TV 업계가 망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빠르게 추진해 나가면서 디
지털 케이블TV 가입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미국
내 8대 MSO(Multiple Systems Operator) 4) 의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약 23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동안 디지털 위성방송이 약 280만 명의 가
입자를 신규로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양 매체간의 신규 가입자 확보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1999년의 경우 7월 이전까지 가입자 확보에 있어 부진한 양
상을 보이던 케이블TV 업계가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7월 이후에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디
지털 케이블TV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케이블TV의 성장세는 2000년에는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Forrester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케이블TV 가입 가구수는 1999년에 비해 약 470만
이나 증가한 87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

3) 미국 케이블TV 협회(NCTA ), Cable T elevision Industry Overview 2000.
4) 둘 이상의 SO를 소유한 케이블TV 방송국.
5) Forrest Research, Cable s On-Demand Salvation ,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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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매체별 가입자 전망(미국)
(단위: 백만 가구)

자료: Forrester Research(2001)

향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는, 발표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연평균 32% (Stratageis Group)에서 76%(Screen Digest ) 정도에 이르는 큰 폭
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중이다.

<표 1>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전망(2001～2004)
(단위: 천 가구)
연도

2001

2002

2003

2004

비 고

Screen Digest

18,042

29,966

43,542

57,613

8대 MSO가입자 기준

Strategies Group

15,300

21,300

27,700

35,000

2005년(4,240만 가구)

예측기관

자료: Screen Digest (2000. 3월호), 실리콘밸리뉴스(www.svnews.co.kr)에서 재구성

이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중에서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
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Forrest Research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에
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약 6% 정도가 디지털 가입자였으나, 2000년에는 이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한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TV 가
입자들이 과거에는 다채널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위성방송으로 전환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케이블TV도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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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유로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 증가가 미미한 가운데에서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
자의 증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디지털 위
성방송과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수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6)
<표 2> 미국내 케이블TV 업체의 디지털 가입자 현황
(단위: 백만 가구)
구 분

1999년 말

2000년 말

총 가입자

디지털 가입자

총 가입자

디지털 가입자

AT &T

11.4

1.787(16%)

16.0

2.868(18%)

Time Warner

12.6

0.43(3%)

12.8

1.7(13%)

Comcast

7.55

0.50(7%)

7.61

0.97(13%)

Charter

6.193

0.155(3%)

6.351

1.069(17%)

6.1

0.35(6%)

6.2

0.84(14%)

Adelphia

1.637

0.035(3%)

5.191

0.87(17%)

Cablevision

2.775

0(0%)

2.831

0(0%)

Insight

0.93

0.047(5%)

0.919

0.103(11%)

기 타

17.32

0.69(4%)

9.76

0.29(3%)

전 체

66.50

4.02(6%)

67.66

8.71(13%)

Cox

비 고

주: 총 가입자는 기본형(basic) 가입자 기준이며, 디지털 가입자의 괄호안은 디지털 가입자가 전체 가입
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Forrester Research(2001)

3. 디지털 케이블TV의 성장세의 비결
디지털화된 케이블TV 서비스는 아날로그 서비스에 비해서 매우 뛰어난 장점들을 갖고 있
다. 우선 잡음에 강하기 때문에 저출력으로도 훨씬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DVD나 CD
수준의 화질과 음질 구현이 가능하며, 오디오 형식으로 돌비 AC-3 방식의 음성압축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5.1채널의 구현으로 안방극장(Home-Theatre)이라는 말에 손색이 없는 입체
음향을 즐길 수도 있다.7)
6) 실제로 Screen Digest는 늦어도 2001년 말이나 2002년 초가 되면 미국내 디지털 케이블TV 가입
자가 디지털 위성방송 가입자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7) 지난 4월 20일 발표된 국내 디지털 유선방송 잠정표준(안)에서는 국내 디지털 유선방송의 오디
오 처리 방식으로 돌비 AC-3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이는 미국의 Dolby Lab.에 의해 개발된 음
성압축표준방식으로, 돌비 디지털이라고도 불린다. 이 시스템은 프론트의 스테레오 2채널,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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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전송대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수용 가능한 채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다채널화는 디지털 케이블TV가
디지털 위성방송에 비해 가용채널 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점들이 가입자 확보에 걸림돌
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디지털 위성방송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장점들 이외에 디지털 케이블TV는 가공의 자유도가 높다는 점, 아날로그 케이블
TV에 비해서 저출력 전송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비용이 감소하고, 콘텐츠의 저장
효율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운영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어 비즈니스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디지털 케이블TV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케이블
매체의 특징인 양방향성 구현의 용이함을 바탕으로 각종 부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일 것이다. 방송의 디지털화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날로그 방송의
일방향성(one-way)을 극복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케이블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구성의 특성상, 가입자로부터 사업자(head-end)에
게로 이어지는 업링크 채널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
존의 전화선이나 별도의 전용선을 이용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방향성을 확보해야 하는
다른 매체에 비해 케이블 매체가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매우 적합한 매체로 인정받는 요인이
다. 바로 이 점이 향후 디지털 케이블TV의 미래를 낙관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한편, 미국 케이블TV 업계는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제공을 모색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VOD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영상서비스 부문 이외에도 초
고속 인터넷 접속,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Telephony
등과 같은 통신형 서비스의 제공 등이 관심을 끈다. 이러한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실현을 통
의 스테레오 2채널, 대화 등과 같은 음성 전달 중심의 센터 1채널, 그리고 저음을 보강해주는 서브
우퍼 시스템 0.1채널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돌비 프로로직 방식의 경우 리어가 스테레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후로의 음향 이동은 가능하나, 후면의 좌우 음향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2000, pp.50～51). 이외에 국내 디지털 유선방송 잠정
표준 선정에 대해서는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홈페이지(www.kcta.go.kr )나 동 협회의 케이
블TV 회보(2001년 5월호)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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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케이블 매체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미국내 케이블TV 업체
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에서도 방송사업자인 MSO들의 통신사
업 진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
토와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케이블TV가 디지털화를 계기로 위
성방송과 다시 본격적인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이 디지털화되고, 신규 매체인 디지
털 위성방송 상용서비스가 임박한 시점이다. 또한 잠정 표준의 제정을 계기로 유선방송의 디
지털화를 위한 준비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국의 사례는 케이
블 매체의 디지털화를 준비하는 정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되는 셈
이다. 하지만, 케이블TV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져다준 성과에만 도취되어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 미국내 케이블TV 업계와 관련 당국이 기울여온 노력을 간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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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안 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법률은 전자계약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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