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합상품 시장 현황과 국내에의 시사점

1. 동향 Key Point
[요약 및 전략적 시사점]
z
z 미국의
미국의 결합상품
결합상품 시장은
시장은 케이블
케이블 사업자와
사업자와 통신
통신 사업자가
사업자가
서로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경쟁구도를
형성,
발전되고
서로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경쟁구도를 형성, 발전되고
있는
있는 양상임
양상임

Trend
 미국의 결합상품 시장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VoIP 서비스를
포함한 TPS(TV+인터넷+VoIP)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모멘텀이
형성되기 시작함
 이에 통신 사업자들도 IPTV를 통해 케이블 사업자들의 영역인
TV 시장에 진입하면서, 결합상품 제공에 총력을 가하기 시작함
 케이블 사업자들은 또 다시 통신 사업자의 영역인 이동통신
시 장 에 진 입 해 케 이 블 TV+VoIP+ 인 터 넷 + 모바 일의 QPS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Core Fact
미국 케이블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 간 결합상품 경쟁 추이

케이블 사업자들
의 전화영역 진입

통신 사업자들
의 TV영역 진입

케이블 사업자들의
모바일 영역 진입

• VoIP 서비스 개시
• 케이블TV+인터넷+VoIP
의 TPS로 시장 선점

• IPTV 개시
• 위성TV와 제휴

• Sprint와 제휴 시도
• Clearwire에 투자

출처 : Veyond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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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향 Analysis
미국 결합상품 시장은 케
이블 사업자들이 VoIP 서
비스를 포함한 TPS를 제
공하기 시작하면서 모멘
텀이 형성되기 시작함

통신 사업자들은 IPTV를
통해 케이블 사업자들의
TV 영역에 진입하면서 결
합상품에 주력하기 시작
했으며, 이에 케이블 사업
자들은 무선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음

z 미국의 결합상품 시장은 2002년 경부터 Comcast, Cablevision 등의
케이블 사업자들이 VoIP 서비스를 포함한 TPS(TV+인터넷+VoIP)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모멘텀이 형성되기 시작함
z 이처럼 케이블 사업자들이 통신 사업자들의 영역인 유선 음성
시장으로 진입해 통신 사업자들의 가입자 기반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AT&T 와 Verizon 같 은 통 신 사 업 자 들 도 IPTV 를 통 해 케 이 블
사업자들의 영역인 TV 시장에 진입하면서 결합상품에 주력 중임
– IPTV 서비스 초기 부족한 커버리지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 사업자
와 제휴를 맺고 우선 ‘전화+인터넷+위성 TV’의 TPS를 제공함
– FCC에 대한 로비를 통해 신규 통신사업자들이 동영상 서비스에
진출할 때 각 주마다 사업권을 따야 하는 ‘동영상 프랜차이즈 제
도’를 주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로 절차를 간소화 시켜 신
규사업자에 유리하게 바꿈
– IPTV 부가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FTTx 구
축을 서두르고 있음
z 이렇게 통신 사업자들이 IPTV를 내세우며 결합상품 서비스에
주력하기 시작하자, 케이블 사업자들은 또 다시 통신 사업자의
영역인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해 케이블 TV+VoIP+인터넷+모바일
의 QPS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 2005 년 11 월 Comcast, Time Warner; Cox Communications,
Advance/Newhouse Communications 등 4개 케이블 사업자들은
3위 이통사인 Sprint와 QPS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 ‘Pivot’이라
는 이름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함
– 그러나 Pivot은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 2007년 11월 마케
팅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남
– 이후 2008년 5월 Comcast, Time Warner, Bright House 등의 케
이블 사업자들은 WiMAX 사업자 Clearwire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향후 WiMAX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예정임

미국 케이블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 간 결합상품 경쟁 추이
케이블 사업자들의
전화영역 진입

통신 사업자들의
TV영역 진입

케이블 사업자들의
모바일영역 진입

• VoIP 서비스 개시
• 케이블TV+인터넷+VoIP의
TPS로 시장 선점

• IPTV 서비스 개시
• 위성TV와 제휴

• Sprint와 제휴 시도
• Clearwire에 투자

※ Clearwire 주요 투자사 현황(2008.5)

단위 : 십만 달러
* 케이블 사업자

출처 : Red Herring,
VeyondStrategy 재구성

출처 : Veyond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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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 사업자들은 자
체 IP 네트워크 기반의
전화, 인터넷, TV를 결합
한 TPS를 확대하는 데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케
이블 사업자들의 경우
WiMAX나 자체 셀룰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QPS개시를 준비하고 있
음

z 주 요 사 업 자 별 결 합 상 품 현 황 을 살 펴 보 면 , AT&T 의 경 우
위성서비스 DIRECTV와의 제휴를 통해 TPS와 QPS까지 개시했으나,
차차 위성TV 대신 자체 IPTV를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 서비스에
주력할 방침임
– 2009년에는 DSL 기반의 서비스 브랜드 ‘U-verse’의 IPTV, 초고
속 인터넷, VoIP를 결합한 U-verse TPS 보급에 전념할 예정
z Verizon 역시 DIRECTV와의 제휴를 통해 QPS까지 개시했으나,
자사의 FTTP 기반 브랜드 ‘FiOS’ 중심의 결합상품에 주력할 계획임
– 2008년 12월 FTTP 기반의 VoIP 서비스 ‘FiOS Digital Voice’ 개시
– 2009년 FiOS 브랜드의 IPTV+VoIP+인터넷 결합상품 출시 예정
z 지역 통신 사업자인 Qwest는 Sprint를 통한 MVNO 서비스와
DIRECTV와의 제휴를 통해 QPS까지 제공 중임
z 2005년 VoIP를 포함한 TPS를 개시하면서 통신 사업자 최대의
적으로 떠오른 선두 케이블 사업자 Comcast는 WiMAX 사업자
Clearwire의 지분을 활용, 기존의 TV, VoIP, 인터넷 서비스에
WiMAX를 추가해 2009년 내 결합상품으로 제공할 예정
z Time Warner Cable 은 TPS 중 심 으 로 서 비 스 를 제 공 중 이 며 ,
Clearwire를 통해 2009년 4분기에 WiMAX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z 3위 케이블 사업자 Cox 역시통신사 Sprint와의 제휴 서비스인
Pivot 실패 이후 TPS 중심으로 결합상품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09년 4월 자체 셀룰러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2006년에 Pivot 서비스를 위해 케이블 연합으로 낙찰 받은 주파
수를 활용할 예정임

미국 주요 사업자의 결합상품 현황
결합상품
결합상품 현황
현황

향후
향후 계획
계획

AT&T
AT&T

DIRECTV와의 제휴를 통해
QPS 까지 개시

DSL 기반의 VoIP, 인터넷, IPTV
결합상품에 주력할 예정

Verizon
Verizon

DIRECTV와의 제휴를 통해
QPS까지 개시

2009년 All FTTP 기반의
‘VoIP+인터넷+IPTV’
TPS 개시 예정

Qwest
Qwest

DIRECTV와 MVNO를 통해
QPS까지 제공 중

-

Comcast
Comcast

케이블TV, VoIP, 초고속 인터넷의
TPS를 중심으로 제공 중

2009년 WiMAX를
결합상품에 추가할 예정

Time
Time
Warner
Warner

케이블TV, VoIP, 초고속 인터넷의
TPS를 중심으로 제공 중

2009년 WiMAX를
결합상품에 추가할 예정

Cox
Cox

케이블TV, VoIP, 초고속 인터넷의
TPS를 중심으로 제공 중

2009년부터 자체 셀룰러
네트워크 구축 예정

출처 : 관련 뉴스 및 각 사업자 홈페이지 기반 VeyondStrateg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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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국내 결합상품 시장은 2007년 7월부터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본격 개화하기 시작했으며,
방통위는 2009년 5월부터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허용한다는 방침임
z 이러한 규제완화와 함께 2008년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2009년 KT-KTF 합병을 계기로 통신 사업자들의 결합상품
서비스는 활기를 띨 전망임

국내 결합상품 시장은 관
련 규제가 완화되고 KT
와 SKT가 유무선 종합 사
업자로 거듭나면서 급성

z 그러나 국내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구역과
시장점유율 제한에 대한 규제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지역
사업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전국 구역 중(77개) 1/3 구역 이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야함
– 가입자 시장점유율도 전체 가입가구 수 1/3 이하로 제한
됨
z 또한 케이블 사업자들은 2007년 MVNO를 통한 무선 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MVNO 제도 미비로 흐지부지되고 있음

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규
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KT와 SKT 진영의 영역별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동등경쟁의 틀 마련이 시
급한 상황임

출처 : KCC,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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