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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따라 유무선통합, 음성데이터 통합, 방송통신융합이 구현되는 신규 서비스들

이 등장하였고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도시의 유비쿼터스화(U-city)가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됨에 따

라 IPTV와 같은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고, 콘텐츠의 제작방식 및 유통경로가 다양화 되는 등 여러 산

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교육, 금융, 공공행정, 쇼핑 등 방

송통신융합 서비스를 통해 이용될 수 있는 산업을 조사하고, 방송통신융합 서비스가 이들 산업과 관

련된 시장 및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치사슬융합을 분석하였다. 이들 산업들은 방송통신융

합 서비스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내용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가치

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를 예측해보았다. 

 

1. 서론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

재한다” 라는 의미로서[8], “언제, 어디서

나, 어떤 단말을 통해서라도, 임의의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팅 환경을 구현한다”는 의미

로 주로 사용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을 이용하여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

는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U-

city)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4,5].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IT 관련 기술의 융합

을 통해 전 산업에 걸쳐 새로운 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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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확대 및 기능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융합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으로서 소비자의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측 

향상 외에 산업적 기여 부문에서도 그 역할

이 크다고 할 수 있다[7].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시대에 들

어서면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방

송 통신 사업의 융합이 가속화 되었으며, 

그 결과로 DMB, Wibro, IP-TV 등의 새로운 

형태의 제품 이 등장하고 서비스 영역의 다

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은 방송과 통신의 고유 영역을 넘어서 

점차적으로 서비스 및 비즈니스 영역을 확

대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변화를 불러 일으

키며 기업들의 부가가치 상승 및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를 창출해 내는 방향

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융합서비

스를 통해 이용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가

치사슬 분석을 기존의 전통적인 선형 가치

사슬(Linear Value Chain)과 수직적 연계, 

수평적 연계, 대각선 연계를 통한 가치창출 

활동 등의 다양한 경로를 포함하는 가치그

리드(Value Gri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가치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를 예측해보았다. 

 

2. 관련연구 

 

2.1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방송통신융합은 디지털 기술과 정보기술

의 발달로 인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

해지면서 문자, 영상, 동영상 등 다양한 형

태의 정보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

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2] 

방송통신융합은 방송의 디지털화 및 양방

향화, 통신 망의 광대역화를 통해 이루어지

며,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시장의 구조 변화

를 가져오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필요로 하

게 되었다[6].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최근의 신규서비

스들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통 산

업에 접목하여 이종 콘텐츠, 이종 네트워크, 

이종 단말기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조합

을 만들어 내는 융합 서비스의 형태를 보이

고 있다. 그 예로, DMB 2.0, IPTV, Digital 

Cable TV, 스마트폰 등을 들 수 있다. 

 

2.2 가치그리드 프레임워크 

Pil, F. K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산업의 가치사슬에 존재하는 기업과의 협력

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End-user)의 수요 

창출 및 더 나은 가치 제공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연계하는 전략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가치 그리드(value grid) 프

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9].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기업의 성과 향

상 활동은 수직적(vertical) 연계, 수평적

(horizontal) 연계, 대각선(diagonal) 연계를 

통해 가치 창출 활동 등의 다양한 경로를 

포함하게 된다. 

 

 

<그림 1> 가치 그리드 프레임워크 

 



가치사슬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 기업은 

가치사슬의 최종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에 대한 이해가 어

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치사슬의 중간 부

분에 위치하는 기업은 상위 가치사슬을 구

성하는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효

과적인 제휴와 같은 수직적 연계를 통해 소

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수평적 연계는 하나의 산업이 아닌 여러 

산업의 가치사슬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가

치 확대, 가치 결합, 새로운 가치 창출 등

을 가능하게 한다.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평적 연계를 통한 가치 결합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와 WiFi(wireless fidelity)의 수평

적 연계를 통한 인터넷 유선전화 및 무선 

통신의 결합 서비스로 향상된 가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각선 연계는 상·하위 가치

사슬 구성 요소를 다른 산업의 가치사슬의 

구성 요소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수

요 창출 등의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다. 

 

3.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가치사슬융합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통

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으로 이용될 수 있

는 산업으로 교육, 금융, 공공행정, 쇼핑 산

업으로 선정하고, 방송통신융합 서비스가 

이들 산업과 관련된 시장 및 사업자에게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치 그리드 프레임워

크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

는 가치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

를 예측해보았다. 

 

3.1 교육 산업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통하여 교육 서비

스가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가치 창출 및 학

습자들의 학습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인터넷 및 방송통신기반의 사업자

들이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통해 유통채널

이 확대됨으로써 교육 관련 사업자 및 콘텐

츠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그림 2> 교육 산업의 가치사슬융합 1 

 

또한, 기존의 방송 및 인터넷 기반의 교

육 서비스의 장점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이동성, 3D 및 VR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활

용 등과 같은 여러 장점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습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자의 흥미 유발을 통해 교육 

서비스 이용자들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로 

전환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교육 관련 어플

리케이션 개발 사업자들의 시장이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 3> 교육 산업의 가치사슬융합 2 

 

3.2 쇼핑 산업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쇼

핑 산업은 모든 방송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적용됨으로써 쇼핑과 광고의 경계가 허물어

지고 가정 내에서 TV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문을 

함으로써 기존 매장의 형태 변화 및 소비자

의 쇼핑 시간 절감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림 4> 쇼핑 산업의 가치사슬융합 1 

 

또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기존 쇼핑 산

업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가 적용되어 실시간으

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이용자들은 관심 제품에 대한 정보 

획득 및 구매가 용이해지고 시청 중인 프로

그램과 관련된 제품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즉시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제품

구매에 따른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 쇼핑 산

업의 판매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 및 수익 향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쇼핑 산업의 가치사슬융합 2 

 

3.3 금융 산업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금

융 산업은 TV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자택 혹은 어느 곳에서든지 실제 오프라인 

창구에서와 같이 계좌잔액 조회와 같은 뱅

킹 서비스와 주식 및 기타 금융과 관련된 

정보 조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

융 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림 6> 금융 산업의 가치사슬융합 1 

 

또한 기존 고객들의 접근 채널이 확대되

어 금융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마케팅 부

문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뱅킹 및 주식 

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주식 방송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어

플리케이션 및 셋톱박스 개발 업체들의 시

장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림 7> 금융 산업의 가치사슬융합 2 

 

3.4 공공행정 서비스 산업 

공공행정 서비스 산업은 기존의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유통채널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사업으로 확대대어 

서비스 제공 사업자 및 콘텐츠의 종류가 더

욱 다양해질 것이다.  

 

 

<그림 8> 공공행정 서비스 산업의  

가치사슬융합 1 

 

또한, TV 및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

기를 통해 방송과 개인화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행

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

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9> 공공행정 서비스 산업의  

가치사슬융합 2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방송 및 통신 기술의 발전

과 함께 방송통신융합 시장이 점차 형성되

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금융, 공공행정, 쇼

핑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통해 이용될 

수 있는 산업과 관련된 시장 및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치 그리드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들 산업들이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

하고 혁신적인 내용의 서비스 및 이에 따라 

창출되는 가치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를 예측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가치

그리드 관점에서 방송통신융합 시장을 이해

함으로써,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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