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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T&T, 유료 TV와 이동통신의 번들 상품
출시...DirecTV 합병시너지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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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10일 AT&T가 유료 TV 서비스와 이동통신의 번들 상품인 'All in One' 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상품은 최대 4 대의 TV와 휴대단말에서 최소 월 200 달러에 이용 가능함
￭ 'All in One' 은 AT&T가 DirecTV를 합병한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상품으로서 이를 통해 AT&T는 합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미국 AT&T, 유료 TV 서비스와 이동통신의 번들 상품을 월 200 달러에 출시

▸ 2015년 8월 10일 AT&T가 TV와 유료 TV와 이동통신을 하나로 합친 'All in One' 요금제를 출시한다
고 발표했음

• ‘All in One’ 은 HD급 방송과 DVR(Digital Video Recorder) 서비스를 최대 4 대의 TV까지 제공하
며, 최대 4 대의 모바일 단말에서 무제한 음성과 문자 서비스 이용 및 10GB의 모바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함
• 기본요금은 200 달러이며, 이는 TV 4대에 대한 기본요금 월 50 달러와 이동통신 4회선에 대한 요금
월 160 달러, 그리고 신규가입 할인 월 10 달러로 구성됨
▸ ‘All in One’ 번들 상품은 더 많은 채널을 제공하는 고가의 TV 패키지로도 변경이 가능하며, ‘All
included’ 번들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도 추가 가능

AT&T의 DirecTV 합병 이후 출시한 최초의 번들 상품...합병 시너지 효과 기대

▸ AT&T의 DirecTV 인수는 14개월에 걸친 규제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친 끝에 승인을 얻었으며, 새로운
합병회사는 미국 유료TV 업계 1위의 지위에 올랐음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5년 7월말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AT&T에게 초고속 광인터넷 서비
스 커버리지를 1,250 만 고객에게 확대할 것과 저소득층 고객에 대한 요금 할인 등의 조건을 부여함
• 그동안 FCC는 Comcast와 Time Warner의 합병 반대, AT&T의 T-Mobile 인수 저지 등, 대형 인
수·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바, 이러한 조건 부여는 어느 정도 예상된 바 있음
▸ AT&T는 신규 요금제를 통해 새로 인수한 DirecTV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AT&T는 신규 요금제 도입을 통해 우선 DirecTV의 고객이 AT&T의 이동통신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
하는 동시에, 더 많은 AT&T 고객들에게 DirecTV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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