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방송통신 사업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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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기준 가입자 수 약 100만 명임
- 2012년 3월 기준 네덜란드의 디지털 TV 시청 가구는 전체
TV 시청 가구의 80%인 627만 가구이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Ziggo이며, KPN이 2위, UPC가 3위, 그 뒤를
Canal Digitaal이 차지하고 있음(출처:TelecomPaper)
- 2009년부터 ISP인 Online 와 제휴하여 위성 디지털TV, DSL
인터넷, VoIP 결합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최대 47개의 HD채널을 포함한 301개의 디지털TV 채널 등
네덜란드에서 방송되는 모든 공영/상업 채널을 제공
Canal Digitaal은 현재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Providence Equity
Partners'의 소유임

회사 연혁
2009
2007
2005
1995

- Providence Equity Partners는 2009년 룩셈부르크에 M7

M7 Group에 편입
Online 와 제휴, TPS 제공
Providence Equity Partners,

Group을 설립, Canal Digitaal과 벨기에의 TV Vlaanderen,

경영권 인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
Canal Digitaal 설립

- Private Equity Partners와 M7 Group 모두 비상장 기업으로,

TeleSAT, TeleSAT Luxembroug 등 4개 브랜드를 편입시킴

기업전략, 사업성과, 재무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Canal Digitaal은 노르웨이 통신사 Telenor 소유의 유료
TV 사업자 Canal Digital과는 무관함

디지털 TV 시장점유율(2012.03)

Canal
Digitaal
16%

기타
84%

소유주 경영사

구분

회사

소유

Providence Equity Partners (미국)

경영

M7 Group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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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전략
비전
o 통신 산업의 미래를 균형 잡을 혁신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
전략
o Canal Digitaal은 주력 사업인 위성 디지털TV에 인터넷, 유선전화 서비스를 결합한
TPS(Triple-Play Service) 제공을 통해 고객 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CATV 보급률이 높아 Canal Digitaal은 설립 당초 케이블 사업자의 서비스
커버리지 밖에 거주하는 가구를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왔으나, 최근에는 도시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계획
- Canal Digitaal은 요금 경쟁력 향상과 고객 편의 도모를 위해 2009년 DSL 인터넷 사업자인
Online

와 제휴하여, TV, 인터넷, 유선전화를 결합한 TPS 서비스를 제공

□ 조직 현황
조직도

카탈 디지털 조직 구조

출처: Canal Digitaal

o 미국 Rhode Island주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Providence Equity Partners는 2007년

투자사

Airbridge Investment로부터 Canal Digitaal과 TV Vlaanderen, TeleSat의 경영권을 인수,
2009년 M7 Group으로 통합하며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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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 Profile

Canal Digitaal 이사회 회장 약력
성명

Hans Wolfert, 1955년 출생

직급

이사회 회장 겸 공동 경영 디렉터

학력

n/a

주요 경력

현재

Canal Digitaal 이사회 회장 겸 공동경영 디렉터

현재

Airbridge Investment 소유주

현재

Canal+ 회장

출처: Bloomberg

□ 사업 현황
[ Canal Digitaal 주요 서비스 구분 ]
구분
TV
결합 상품

상세
- 위성 디지털TV
- 인터넷
- 유선전화(VoIP)

출처: Canal Digitaal

Canal Digitaal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 커버리지(2010)

o Canal Digitaal은 SES Astra

의 Astra 1, Astra 3를 포함하여 2개의 위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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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o Canal Digitaal은 패키지에 따라 262~301개의 디지털 TV 채널, 36~47개의 HD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Canal Digitaal의 방송 플랫폼은 위성 DVB-S이며, SES Astra

의 Astra 1, Astra 3,

Astra 2 등 3개의 위성을 이용
- 2011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약 100만 명이며, 2012년 3월 기준 네덜란드의 디지털
TV 시청 가구는 전체 TV 시청 가구의 80%인 627만 가구이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Ziggo이며, KPN이 2위, UPC가 3위, 그 뒤를 Canal Digitaal이 차지하고 있음
(출처:TelecomPaper)
o Canal Digitaal은 4개의 기본 패키지와 5개의 추가 유료 패키지를 제공함
- 추가 유료 패키지는 HD 채널 패키지이며, 기본 패키지와 결합되어 제공될 수 있음
[ Canal Digitaal 패키지 요금제 ]
EntertainmentH

BasicHD

FamilyHD

월 요금

14.95 유로

19.95 유로

29.95 유로

47.50유로

디지털 TV 채널

262개

281개

293개

301개

HD 채널

36개

39개

40개

47개

녹화/정지

option

option

O

O

D

TopHD

출처: Canal Digitaal

[ Canal Digitaal 추가 유료 HD 채널 패키지 요금제 ]
Film1 Sport1
HD
추가 요금

19.95

(유로)

추가 내용

Film1 HD

Sports1 HD

14.95

9.95

최신무비

최신무비

스포츠 경기

스포츠 생중계

4개 채널

스포츠 생중계

7개채널

No 광고

3개 채널

Eredivisie
Live
12.95

Man-X
7.95

네덜란드
프로축구

성인채널

리그 2개

추가

채널

출처: Canal Digitaal

- Canal Digitaal은 HDTV 패키지를 단일 상품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기본 패키지에 대한
추가 패키지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Film1 HD 패키지는 광고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으며, Film1 Pemiere HD, Family
Film, Film Festival 및 1Action Movie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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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s1 HD 패키지는 골프 및 축구 등을 포함한 HD 스포츠 채널을 제공하며, HDTV
패키지와 같이 기본 패키지에 대한 추가 패키지만으로 신청이 가능함
결합 상품
o Canal Digitaal은 TPS를 제공하는 경쟁사에 대항하기 위해 인터넷, VoIP를 결합한 결합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결합 상품 제공의 첫 시도는 2005년 SES Astra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다운로드는 위성 인터넷을, 업로드는 GPRS, EDGE 등의 이동통신망을 사용함
o 2011년부터 T-Mobile의 ISP 자회사 Online

와 제휴하여 DSL 인터넷과 VoIP 서비스를

결합하여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과 VoIP 서비스는 TV 패키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 인터넷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0Mbps임
[ Canal Digitaal All-in-one 패키지 요금제 ]
구분

월 요금

Basic

39.95 유로

Family

44.95 유로

Entertainment

54.95 유로

Top

72.50 유로

서비스
채널 250개, HD 채널 30개
20Mbps급 인터넷, 싼 가격 전화
채널 281개, HD 채널 39개
20Mbps급 인터넷, 싼 가격 전화
채널 293개, HD 채널 40개
20Mbps급 인터넷, 싼 가격 전화
채널 301개, HD 채널 47개,
20Mbps급 인터넷, 싼 가격 전화

출처: Canal Digita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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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
[ Canal Digitaal SWOT 분석표 ]
강점(Strengths)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약점(Weaknesses)

네덜란드에서 방송되는 모든 TV채널을



제공

위성 안테나와 STB(셋톱박스), 스마트
카드 등 부가 장비가 많이 필요함



양적으로 가장 많은 TV채널을 제공



서비스 커버리지의 제약이 거의 없음



결합 상품의 선택의 폭이 좁고, 인터넷
속도가 경쟁사 대비 느림

기회(Opportuniti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위협(Threats)



채널의 양적 질적 업그레이드가 용이



가입자 추가 획득을 위한 한계 비용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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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짐



케이블과 IPTV 시장이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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