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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대한 처리는 방송부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이슈는 이미 “Panel on the Frameworks of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에서 논의되었고, 문화재청(Agency for Cultural Affairs)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검토(examination)는 IP 멀티캐스팅을 위
한 재전달(re-trasmission)이 방송으로 취급되어 저작권법의 개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렇듯 방송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광케이블을 통해 제공되는 CATV
(cable TV)와 같은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멀티 채널형태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서
술된 모든 서비스들은 모두 기존의 방송 콘텐츠를 “방송 통신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지배하
에 폐쇄적인 성격(Closed nature)의 IP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나. GyaO and Yahoo! Doga의 개방형 서비스(Open Service)
5)

반면에 인터넷을 "best effort "의 비디오나 오디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통신사업자(Communications carriers)가 그들의
서비스를 FTTH(fiber-to-the-home)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과 전통적인 방송사(con0
ventional broadcasters)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TV 방송 프로그램과 비디오 콘텐츠의 제
공을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표 1> 일본의 비디오 콘텐츠 분배 서비스 현황
Name

Provider

BBTV

BB Cable

통신서비스를 Hikari Plus
TV
이용한 방송
(IP 멀티캐스팅)
4th
MEDIA
On Demand
TV
통신서비스를 Sky Perfect!
Hikari
이용한 방송
(CATV와
Pilara
유사한 시스템)
Hikari TV

KDDI
Online TV
I-Cast
Opticast
STNet

Service
Start Date

Service Format

Service Overview

Yahoo! BB의 가입자 대상
멀티채널방송(41ch)
2003. 3 (ADSL이나 광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VOD
인터넷 접속서비스)
(약 5,000개 타이틀)
멀티채널방송(35ch)
Hikari Plus Net DION 가입자 대상
2003. 12
VOD
(인터넷 접속서비스)
(약 5,000개 타이틀)
FLET'S Hikari Premium과 B FLET'S
멀티채널방송(60ch)
2005. 7
의 가입자 대상(광케이블서비스)
FLET'S Hikari Premium과 B FLET'S
2006. 6
멀티채널방송(31ch)
의 가입자 대상(광케이블서비스)
지상파, 멀티채널
Sky Perfect! 가입자에게 멀티채널서
2004. 2
방송 PPV
비스 제공
(Sky Perfect! 270ch)
지상파, 멀티채널 방송
2005. 9 STNet의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 제공
(50ch이상)

5) 최고의 품질을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의 가용한 노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인터넷
상의 QoS(Quality of Service)에 관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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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CN Theater
통신서비스

Provider

Service Format

NTT
CoDen Hikari의 가입자에게 인터넷접
2004. 7
Communication
속 및 전화서비스를 제공

casTY

CASTY

Yahoo! Doga

TV Bank

GyaO
USEN
Fuji TV
Fuji Television
On Demand
방송사업자에
의한 서비스

Service
Start Date

TEPCO Hikari사용자에게 무료비디
오콘텐츠를 제공
2005. 12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 서비스
2003. 7

2005. 4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 서비스
주요 ISP, STB 사용자에게 후지TV프
2005. 7
로그램과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

Service Overview
VOD(100타이틀)
VOD
VOD
VOD
VOD

Dai2 NTV

Nippon
Television
Network

2005. 10

인터넷 사용자에게 NTV 프로그램의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VOD

TBS BooBo
Box

Tokyo
Broadcasting
System(TBS)

2005. 12

TBS의 TV 프로그램과 비디오콘텐츠
를 주요 ISP/STB 사용자에게 제공

VOD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들의 통신서비스 마케팅 전략의 일부분으로
서의 인상이 강하고, 전통적인 방송사들은 보통 그 중요성의 정도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곧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상황에 놓여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GyaO로, USEN
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 비디오 콘텐츠의 분배 서비스는 아주 빠르게 성장해왔다.
GyaO는 2005년 4월에 시작되었고, 거의 1년 후인 2006년 6월 가입 시청자(registered
viewers)수가 천만 명에 달하는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
공되는 콘텐츠만 해도 영화, 음악, 에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비디오 블로그 등
18개 카테고리의 300여개 이상이나 된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광고수익에 의존하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GyaO의 런칭 이전에 USEN은 광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콘텐츠 준비에 박차를 가하
기 시작했다. USEN은 영화 배급권을 가진 Gaga Communication을 자회사로 소유하여 영
화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음악 콘텐츠는 Avex Group Holdings와의 제휴를 통해서 제공되
었다.
GyaO의 가입 시청자가 거의 천만 명에 이르렀지만 항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청자 중 1/3
만이 제공된 콘텐츠를 보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게다가 USEN의 광고수입이 회사가 지탱
될 만큼과 콘텐츠 비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
는 만큼 회사의 적자는 늘어만 갔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시작되어야함을 인지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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