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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요약 

• 방송∙통신기술(ICT)융합 – 가치사슬체계변
화(일방향적 미디어콘텐츠⇒양방향화) 

 

• 최근 IPTV 이용자 확산-VOD판매 수익증
가 

 

• 국내서비스를 넘어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보급  



 
 
 
 

VOD(video on demand)주문형 비디오 
맞춤영상정보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조회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기존 공중망 방송이나 케이블 TV에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

용을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이다. 시청
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른 점이다.  
*대표적 IPTV제공업체 SK브로드 밴드(Btv), KT(올레tv), LG유플러스(U+TV) 

 

VOD와 IPTV 개념정리 



VOD특징 



IPTV 를이용한  VOD서비스 방식  

1. Web access Service require→ 2. Link Servicce item→3. Pricessing 
service(VOD Translation) → Watching contents 



1.VOD서비스 유형 - 방송의 진화과정 

구분 방송 협대역 바송 개인형 방송 

시기 1990년대 전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1.VOD서비스 유형 –  VOD판매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대비 배율 

유료VOD 562 6,356 8,267 13.7배 

1. KBS의 IPTV부문 VOD판매수익 

(단위 : 백만 원) 

Source : 디지털데일리(2012. 8. 27) 

2. IPTV부문 방송사업수익 

2009년 2010년 비고 

방송사업(VOD포함) 220 404 (KT,SK,LGT) 

 (단위 : 백만 원) 

Source: 방송통신 산업동향과 핵심전략 



VOD서비스 분류 
-전송방식에 따른 분류- 

스트리밍 방식 



VOD서비스 분류 
-전송방식에 따른 분류- 

다운로드-플러그 방식 

Set topbox 콘텐츠 저
장(저장용량이 중요) 



VOD서비스 분류 
서비스 방식에 따른 분류(1) 

VOD 

(Video on demand) 

RVOD 

(Real VOD) 

SVOD 

(Subscription VOD) 

FVOD 

(Free VOD) 

NVOD 

(Near VOD) 

SVOD 

(Staggered VOD) 

QVOD 

(Qusai VOD) 



VOD서비스 분류 
서비스 방식에 따른 분류(2) 

RVOD : 

프로그램당 일정 금

액을 지급하는 방식 

SVOD : 정액형 VOD의미 

FVOD : 무료 VOD서비스,RVOD의 모든 기능을 따른 

NVOD : 

시청 프로그램에수

에 관계 없이 정액

제 방식 

SVOD : 단일 채널의 NVOD를 다수의 채널로 확장된 개념 

QVOD : NVOD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시간과 콘텐츠 내용을 리

턴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서비스 

PPV(Pay Per View):시청한 시간이나 시간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 



2.지상파 방송 3사의 VOD서비스 제공현황 
 

KBS MBC SBS 

콘팅 



3. 지상파 3사의 VOD서비스 발전방향- 국내시장동향 

2012년 국내 시장 규모, 최대 5900억원 넘을 전망 



3. 지상파 3사의 VOD서비스 발전방향- 국내시장동향 

스포츠, 드라마, 영화, 시사, 생활,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업로드 



3. 지상파 3사의 VOD서비스 발전방향- 국내시장의한계 

종편4사의 VOD시장 입성 
-국내시장의 규모의 한계- 

 웹하드, P2P 사이트 서비스 
급격한증가 

-저작권 침해, 불법 다운로드 
문제 발생- 



3. 지상파 3사의 VOD서비스 발전방향-세계시장동향 

아시아, 북미, 기타 지역에서 VOD서비스 가입자 연간 2배
이상의 가입자를 기록할것으로 전망 



4. 지상파 3사의 VOD서비스 발전방향 - 전략방향 



4. 결  론 



5. 질의 응답 

Q & A 
Source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구글 ,VOD서비스 유형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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