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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비 수출전략 연구 목적 및 방법 

    방송장비 수출 활성화 방안 도출  정부의 효율적인 수출 지원 정책 도출  

                                                  국내외 방송장비 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유용한 정보 제공 

 

I. 연구의 개요 :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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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 방송장비의 분류  

구 분 분 류 세 부 내 용 

공인방송 

제작/편집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외부 제작/편집 

송출/분배 
- 내부/외부 보내지는 방송 신호를 송신소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지상파) 

- 수신되는 채널들을 신호 처리 후 네트워크 전송(케이블/IPTV/위성 등) 

송신  - 송출에서 넘어온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지상파) 

사설방송 

대중확성 
- 무대에서 발생하는 A/V 방송 소스를 대규모 공간에  

전달하는 대중 확성 장비 

강연방송 
화상 및 음성을 이용한 발표, 회의 등 소규모 다목적 

공간에 맞는 중계 확성 장비 

전관방송 - 안내 및 비상방송용으로 사용(소방법 의거 의무설치) 

방송장비 산업의 분류별 개념 

 공인방송: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모바일TV 등으로 구분 

 사설방송: 대중확성, 전관방송, 강연방송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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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 방송장비의 분류  

분 류 해당 장비 

제작
·편

집장
비 

영상획득 ENG/6mm 카메라, 스튜디오 카메라, HD카메라 , HDV카메라 , 
카메라(페어스타일), HDW-F900R, EFP, 렌즈 , DVD REC/Player, MD REC/Player 등 

음
향
장
치 

공연설비 
스피커, 마이크,  라인어레이스피커 , 포인트스피커 , 모니터스피커 , 디지털파워앰프 , 
디지털믹서 , 아날로그오디오믹서 , 이퀄라이저 , 디지털시그널프로세서(DSP), 컴프레서 , 
무선마이크 , 콘덴서마이크 CDP/DAT/BLURAY, 디지털레코더 등 

페이징 
스피커 , 아날로그파워앰프 , 아날로그오디오믹서 , 회의용 
(의장용 ,회원용)마이크 , 다이나믹마이크 , 셀렉터등 

편집장치 
VCR(TV부조실용/편집실용), 비디오라우터 , 비디오 스위처 , 아날로그프로세서 , 
컨버터 , DVE, 문자발생기 , 로고 삽입기 , 넌리니어 편집기 , 리니어 편집기 등 

제작 서버 아카이브 , 데이터베이스 , 서버 , SharedServer 등 

저작 도구 Authoring tool, Visual Radio authoring tool, PAD/NPAD authoring tool 등 

제작주변 
조명등기구, 조명콘솔, 프롬프터, 지미집, 
모니터(일반/편집용/precision/온에어), 벡터 스쿠프 , EQ 
Effector(TV부조실용/Radio스튜디오용), AMU 계측기 , SDI 스위쳐 , SDI VC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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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 방송장비의 분류  

분 류 해당 장비 

송출/분배·송
신장비 

인코더 HD 엔코더 , SD 엔코더 , IP codeC, V-ENC, A-ENC, 인코더 등 

디코더 디코더(CATV, IPTV/ 지상파 , 위성) 등 

다중화기 다중화기 , ETI MUX, ETIMon/Ana 디지털 Mux, ETISWIer, ETIMon 등 

송출 서버 
비디오서버 , 오디오서버 , VOD 서버 , PayperView 서버 , transfer서버 , 
NTP서버 , 동영상 저장용 하드 , VOD Edge175 등 

헤드엔드 헤드엔드 , 데이터방송용 헤드엔드 등 

라우터 라우터(Data MCR/디지털), Matrix Switcher 등 

자동송출 APC(Data MCR/프로그램 연동용 등) 등 

기타 송출장치 
가입자관리시스템 , CAS 시스템 , DRM 시스템 , Return System, PSIP/SI 
System(EPG System), 디지털신호처리기 등  

변조기 방송용 변조기 , 디지털 변조기 , 아날로그 변조기 , QAM, 광전송단말 , 모뎀 

송수신 광송수신기 , 위성수신컨버터 , STL, 광수신기 , divider, 송신기 등 

네트워크 트래픽관리시스템 , 백본장비 , 네트워크 스위치 , VoIP 등 

전관방송 
릴레이박스 , 비상스위쳐, 스피커분배기 , 파워앰프, 매트릭스 , 폴트디텍터, 
리모트마이크 , 유도방송 콘트롤러 등 

중계장비 중계장비 , 소출력 중계장비 등 

안테나 방송용 안테나 , 위성수신 안테나 등 

기타 combiner, RF/Spectrum Analyz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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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환경 분석 : 연도별 아날로그 방송 종료 국가 

 35개 국가에서 2012년 말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 2013년 말까지 5개 국가, 2014~2023년까지 
18개 국가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DVB-T(40여개국), DVB-T2 방식(4개국)을 채택 또는 채택할 예정 
   - 한국과 미주지역은 ATSC 방식(4개국), 일본과 필리핀 등은 ISDB-T(5개국), 아르헨티나가 ISDB-Tb,  
     중국과 홍콩이 DMB-T/H를 채택 또는 채택 예정 
 

 연도 국가 (채택 시스템) 연도 국가 (채택 시스템) 

2003 Faroe Islands(DVB-T)                            2014 Hungary(DVB-T) 

2006 Luxembourg, Netherlands(DVB-T) 2015 
Iran, Moroco, Ukraine, Greece(DVB-T), Thailand(DVB-T2), 

Mexico(ATSC),  Philippines(ISDB-T), China, Hong Kong(DMB-T/H)  

2007 Finland, Andorra, Sweden(DVB-T), Sweden(DVB-T2) 2016 Brazil(ISDB-T) 

2008 Switzerland, Germany(DVB-T) 2017 Indonesia(DVB-T) 

2009 Denmark, Norwway(DVB-T) 2018 Costa Rica(ISDB-T) 

2010 Spain, Estonia, Czech Republic, Austria(DVB-T) 2019 Colombia(DVB-T), El Salvador(ATSC), Argentina(ISDB-Tb) 

2011 
France, Belgium, Croatia, Slovenia, South Africa, Israel(DVB-T), 

Canada(DVB-T2) 
2020 Cambodia(DVB-T2) 

2012 

Arab States, Portugal, Taiwan, Italy, United Kingdom, Ireland, 

Lithuania , Romania, Albania, Slovakia(DVB-T), United 

Kingdom(DVB-T2), South Kore(ATSC), Japan(ISDB-T) 

2023 Peru(ISDB-T) 

2013 
Republic of Macedonia, Poland, Bulgaria, New Zealand, 

Australia(DV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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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환경 분석 : 주요국 방송 플랫폼별 디지털 전환 현황 

 국가별로 디지털 방송 전환율에 일정 수준 격차가 존재하며, 개별 국가 내에서도 지상파, 케이블, 위
성 등 방송플랫폼별로 디지털 전환율에 격차를 보임 

 
 

 

※ 출처: Ofcom,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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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디지털 수신 가구 비중은 ‘07년 27%에서 ‘15년 66%로 증가할 전망 

 
 
 

 

※ 출처 : IDATE 2011. 6. ‘World Television Markets’  

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환경 분석 :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 가구 수 

2007 2008 2009 2010 (e) 2011 2012 2013 2014 2015 

TV수신 

가구  
1,270.8  1,300.2  1,327.0  1,356.0  1,387.7  1,419.5  1,453.4  1,487.9  1,523.4  

아날로그  932.2  887.9  833.8  760.6  698.0  636.7  593.5  553.8  514.3  

디지털 338.6  412.3  493.2  595.4  689.7  782.8  859.9  934.1  1,009.1  

디지털 

비중  
27% 32% 37% 44% 50% 55% 59% 63% 66%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 가구 수 (단위: 백만 가구) 



12 

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환경 분석 : 비디오 유통채널 변화 방향 

비디오 유통 채널의 변화 방향  2020년 비디오 유통 채널 전망  

※ 출처: IDATE(2012), “Next Gen TV 2020”  

 Packager와 Digital Store의 비중 증가 전망 
 
 특히, ‘Cloud’ 방식의 Digital Store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파급력이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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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자료의 개요   

- ‘2012 Big Broadcast Survey(BBS)’는 Defoncroft Partners에서 작성한 서베이 보고서 
- 응답자 : 방송장비 이용 기관의 방송 기술 이용자를 포함한 1만명 이상 
- 설문 내용 : 1,400개의 기술 공급자가 참여하여 방송장비 트랜드, 판매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응답 

1) 방송장비 구매 주요 트랜드 

 

o 16개의 주요 트랜드 제시 후, 
가장 중요한 트랜드 하나를 선택하
게 함 
 
- ‘multi-platform content delivery’
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다음
이 ‘파일기반/tapeless workflow’, 
세 번째가 ‘HDTV로의 전환’이 꼽힘 
  
- 2010,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멀티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공
급’은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파일 기반 workflow’와 
‘HDTV 전환’은 그 비중이 감소 

2010-2012년 BBS 세계 방송 산업 동향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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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2) 현재 진행 중이거나 내년
에 진행할 계획인 프로젝트 
 
-‘HD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3Gbps 운영을 위한 투
자’가 가장 상위를 차지하였
으며, 다음으로 ‘workflow의 
확장 및 개선/자산 운영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2위
를 차지함  

 
-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컨
텐츠 제공’은 2012년 BBS 세
계 방송 산업 동향 에서는 우
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distribute 
and monetize content on 
multiple distribution 
platforms”는 17개의 분야 중 
9위를 기록함 

현재 진행 중이거나 내년에 진행할 계획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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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3) 2012 BBS 응답자가 구매 
목적으로 평가한 제품 
 
o 방송장비 구매자들에게 26
개의 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그들이 최근 구매를 고려한 
품목이 무엇인지 나타내도록 
요청한 결과,  
 
- ‘Video Editing system, 
ENG 카메라, 핵심 오디오 장
비 등이 HDTV 운영을 위해 
고려되고 있음  

2012 BBS 응답자가 구매 목적으로 평가한 제품 



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4) 방송장비 업체에서 판매된 제품 비율 
 
-방송장비 업체들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장비
는 ‘Playout & Delivery Systems’ 장비로 전체
의 64%가 이 장비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장비 (47%), 시스
템 자동화 및 운영(40%), 서버 및 스토리지 
(37%), 제작 및 획득(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방송장비 판매처 분류별 비중 
 

방송 장비 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의 비율 (중복응답) 

5) 방송장비 판매처 분류별 비중 
 
-‘방송사/TV 스테이션’ 38%, ‘케이블/위성/IPTV’ 
19%, ‘통신사’ 12%, ‘정부기관’6%, ‘교육분야’ 
4%, ‘제작 스튜디오’ 2% 등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지상파 방송사/TV 스테이션은 
그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비중이 줄고 있음  

방송장비 사업자의 판매 현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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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6) 공급업체가 생각하는 향후 
2~3년 뒤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고객 유형은? 
 
-방송사와 유료 채널 사업자
는 미래 수익 창출의 최대 수
요처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  

수요처 MIX 현황 

7) 제품 MIX 현황 
 
- 35%의 공급업체가 회사 수
익의 80%이상이 Hardware 제
품이라고 나타냄 

8) 수익 성장의 미래 근원-제품
MIX 
 
-방송 업체들은 Software가 
Hardware 판매보다 향후 2-3년 
뒤에는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
라고 전망 

수익 성장의 미래 근원-제품 MIX 

                   제품 MIX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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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9) 공급업체 : 현재 vs. 2-3년 후 
고객중 주요 의사 결정자  
 
- 향후 2~3년 후에는 엔지니어
의 중요성은 32%로 감소 

 
- Operation 담당자, IT담당자, 
재무관련 담당자들이 고객으로
서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함  

공급업체 : 지역별 성장 예상 
 

10) 세계 지역별 시장 성장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에 대해 질문 

 
-72%, 69%의 공급업체가 각각 
라틴 아메리카, 중국의 성장을 
전망함  

방송장비 사업자의  
향후 사업 전망 

공급업체 : 현재 vs. 2-3년 후 고객중 주요 의사 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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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시장 진출 방법/판매 방식에 대한 응답  
 
 

공급업체 : 현재 판매 기반구조 및 미래 판매 확장 계획 
  
 

12) 시장진출 방법/판매 방식 
 
-설문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의 공급업체
는 직접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응답 
- 다음으로 딜러를 통한 간접 판매, SI 업
체를 통한 간접 판매 순으로 나타남   

11) 현재 판매처 및 향후 설립 예상 
판매지역은? 
 
- 새로운 판매처에 대한 계획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중국, 라틴아메
리카, 인도,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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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13) 미래의 시장 진출 방법 
      /판매 방식 
 
- 향후 공급업체의 장비 공급 방식
으로 간접 판매에 대한 선호도가 
직접 판매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직접 판매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당신의 현재 판매, 마케팅 및 유통 기반구조는 보편적인 방송과 다른  
최근 부각되는 여러 분야를 다루는데 적절합니까? 
 
 

미래의 시장 진출 방법/판매 방식에 대한 응답  
  
 

14) 새로운 시장 기회를 위한 현 판
매, 마케팅 및 유통 기반구조의 적
절성은? 
 
50%에 가까운 공급업체들이 적절
하지 않다고 응답   

 
38%의 공급업체가 적절하다고 응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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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15) 일반 IT 장비의 기능성과 처리 능력의 
지속적인 증가가 당신의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의 78%는 일반 IT 장비의 기능성과 
처리 능력의 지속적인 증가가 공급업체에 긍
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함  

당신은 언제 회사 제품 대부분의 기능이  
범용 IT 하드웨어에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 IT 기술의 기존 방송 장비의 교체 가능성 
 
- 이미 대체되었다는 응답이 38%, 1~2년 

내 7%, 3~5년 내 16%, 5년 이상 13%, 절
대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14%로 나타나 

-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IT 기
술이 적용된 장비로 대체될 것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방송장비 업체에 대한 전체 IT 기술의 영향 

당신은 향후 2-3년 동안 일반 IT 장비의 기능성과 처리 능력의 
지속적인 증가가 당신의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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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17)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 방송 장비 업체들은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제품 개발(65%), 
파트너쉽(46%), M&A(29%)의 방법을 이용
할 것으로 나타남  

당신은 언제 회사 제품 대부분의 기능이  
공급업체 : 향후 2-3년 내에 M&A와 자금 조달에 대한 임원진의 전망 
 

18) M&A와 자금 조달에 대한 업체의 기대 
 
- 향후 2~3년내 다른 기업 인수(41%), 현

재 상황 유지(40%), 기업 매각(23%), 
타 사업자와 합병(15%)로 예상  

-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부족한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 

공급업체 : 임원급 – 당신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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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방송 장비 구매 핵심 트랜드  

19) 방송 장비 업체 M&A의 전략적 
목적 – 구매자 관점  
 
-새로운 기술 전문가 영입(66%) 
제품 포트폴리오의 갭 보완(60%), 
시장 점유 확대(55%) 등으로 나타남 

공급업체 : M&A에 대한 임직원의 생각 – 판매자 관점 
 
 

20) 방송 장비 업체 M&A의 전략
적 목적 – 판매자 관점 
 
-가장 큰 목적은 대기업의 마케팅
과 유통 등에 더 많은 자원 투자로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가 62%
로 나타남  
-투자 여력 확보는 59%로 나타남 

공급업체 : M&A에 대한 임직원의 생각 – 구매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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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주요 방송장비 품목별 시장 현황 

 주요 방송장비 품목별 미국 시장 현황   

- 2011년도 품목기준으로 가장 큰 시장은 

비디오 녹화기(Video Recorders), 카메라, 

NLE, 비디오 서버 순이었으며, 전체 시장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0%, 9.4%, 

8.4%, 8.2%를 차지함 

공급업체 품목기준 미국 방송장비 시장 규모 

※SCRI International Inc.(2012), “US Broadcast 
and Professional Video Marketplac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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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주요 방송장비 품목별 시장 현황 

 방송장비 품목별 시장 성장성 

 

-품목별 2012년 매출액과 ‘08~’12년간 연

평균 성장률은 다음 그림과 같음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영역: 
NLE, 라우터, 비디오 서버, 마스터 컨트롤, 
캠코더, 비디오 모니터 

 
-시장 규모는 작으나 성장성이 높은 영역:
엔코더, 디지털 이팩트 프로세서, RAID 스
토리지, 그래픽 소프트웨어, 카메라 마운팅 
시스템 

 
-성장성은 낮으나 규모는 큰 분야: 
카메라, 브로덕트 스위처, 비디오 리코더, 
terminal equipment, up/down 컨버터 
 
-성장성도 낮고 규모도 작은 분야: 
clip/still stores, CG, standard converter, 
T&M equipment, Video compression 
encoder  

 

시장 규모 및 성장성에 따른 품목 분류 

※ U.S. Broadcast and Professional Video Marketplace, 2012 SCRI 
International, Inc.의 각 방송장비 품목 보고서 데이터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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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주요 방송장비 품목별 시장 현황 

 2012년 주요 분야별 방송

장비 주요 사업자 및 시장

점유율 현황 

- 각 품목별로 2~3개의 업

체가 시장의 50~80%를 

점유 

 

※ U.S. Broadcast and 
Professional Video 
Marketplace, 2012 SCRI 
International, Inc.의 각 방송
장비 품목 보고서 데이터 재
정리 

분야 주요 사업자 및 시장 점유율  

제작용 카메라 캐논 29.3%, 소니 26.7%, 파나소닉 24.3% 

NLE(넌리니어 편집기) 애플 51.6%, Avid 19.4%, Adobe 19.4% 

방송 제작용 캠코더 소니 32.3%, 파나소닉 27.4%, 캐논 22.1% 

카메라 마운팅 시스템  
Bogen/Manfrotto 38.5%, Sachtler 11.6% 이외에 12개 업체가 1~7% 가량씩 

점유 

Standard Format Converter  AJA Video 27.6%, Black Magic/Teranex 20.3%, Snell & Wilcox 16.7% 

Up/Down converter  AJA Vedio 36.1%, Blackmagic 17.2%, 이외 업체가 10%이내 점유 

비디오 압축 인코더/디코더  애플 17.6%, Sorenson 16.1%, Matrox 11.7% 

비디오 서버 애플 36.3%, Harris 8.9%, AVID 8.1%  

비디오 모니터 소니 35.6%, 파나소닉 9.6%, JVC 9.3% 

비디오 리코더 소니 41.3%, 파나소닉 16.7%, JVC 7.5% 

단말장치 AJA 24.1%, Harris 15.8%, Kramer 15.2% 

시험계측 설비 Tektronix 58.2%, Harris 15.3%, Leader 10.6% 

TBC’s Frame Synchronizer DataVideo 22.1%, For-A 19.3%, Hotronic 14.2% 

라우팅 스위처 Harris 19.3%, Grass Valley 17.2%, QuStream/Pesa 11.4% 

프로덕션 스위처 NewTek 19.6%, 소니 17.1%, 파나소닉 16.6% 

마스터 컨트롤 스위처 Utah Scientific 21.3%, Grass Valley 18.1%, Miranda 15.6% 

RAID 스토리지 G-Technology 37.2%, CalDigit 17.3%, LaCie 16.2%  

그래픽스 워크스테이션 애플 61.3%, HP 24.4%, Dell 6.6% 

그래픽스&이펙트 소프트웨어 Adobe 53.1%, 애플 20.5%, Boris 5.7% 

문자발생기 Chyron 24.1%, 애플 8.9%, Newtek 8.7% 

클립 스토어 Newtek 18.7%, Chyron 14.8%, DVS Clipster 13.6% 

디지털 이펙트 프로세서 Adobe 22.3%, 애플 19.4%, Boris FX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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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주요 방송장비 품목별 시장 현황 

 상위 10대 기업 점유율 변화 

-SCRI 2012 데이터의 품목별 기
업 점유율을 품목별 매출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주요 업체 
점유율 

 
- 상위 10대 업체의 점유율은 
2009년 40%에서 2012년 49%로 
증가함  

 
- 최근 디지털전환 등 방송의 패
러다임 변화에 따라 애플, AJA, 
Harris, Adobe 등 글로벌 IT업
체의 비중이 높아짐  
 
- 특히 애플은 2009년 3%에서 
2012년 11%로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짐 

 

※ U.S. Broadcast and 
Professional Video Marketplace, 
2012 SCRI International, Inc.의 
각 방송장비 품목 보고서 데이터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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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세계 방송장비 주요 공급자 현황 

※ Devoncroft社(2012)의 “The big broadcast survey” 의 브랜드 파워 기준 상위 30개 업체에 대해 IR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자료  기반으로 ETRI에서 재구성   

국가 업체 명 사업 분야 : 방송장비 부문  업체 수 

 
 
 
 
 
 
 
 

미국 

Adobe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편집 툴, 그래픽 툴 

14개 

업체 

Apple 디스플레이 및 네트워크 장비 

Tektronix 비디오 계측장비, 신호발생기 

Aja Video 방송용 획득·편집 장비, 컨버트 

Cisco 비디오, 라우팅, 스위칭 

Avid 방송용 오디오, 필름, 비디오 

HP 네트워킹, 저장장치 

Grass Valley  카메라, 스위쳐, 편집기 

Harris 음성, 비디오, 이미징 부문 솔루션 

Omneon  콘텐츠 제작, 비디오 처리 솔루션 

Harmonic 방송장비 

Rhozet 미디어 트랜스코딩 

Isilon System  비디오, 디지털이미지 

Telestream 비디오캡쳐, 인코딩 HW,SW 

 
 
 
 

일본 

Canon 디지털 카메라, 교환렌즈, 방송기기  

6개 업체 

Sony 캠코더, 카메라 시스템, 프로오디오  

Panasonic 방송 캠코더, 카메라 시스템 

Ikegami 방송용 비디오, TV 카메라시스템 

JVC 영상, 음향기기 

Leader 전자 계측기 

 
 

캐나
다 

Evertz 3D, DTV, 3Gb/s, IPTV 관련 제품  
 
 

3개 
업체 

 

Ross Video 스위처, 비젼믹서 

Miranda 디지털 방송장비 

 
 

벨기
에 

EVS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  
 

   2개 
업체 

 
Barco 디스플레이, 프로젝터 

호주 
Black magic 

Design 
시네마 카메라, 프로덕션스위쳐, 리코더 

1개 

업체 

독일 
Rohde & 

Schwarz 
방송장비, T&M 

1개 

업체 

영국 Snell 프로덕션 스위쳐, 마스터 컨트롤 
1개 

업체 

노르웨

이 
Vizrt 콘텐츠 제작도구 

1개 

업체 

스웨덴 Ericsson 소프트웨어솔루션, 멀티스크린 
1개 

업체 

 국가별 주요 방송장비 기업 현황 

- 상위 30개 방송장비 업체 중, 미국의 방송장비 업
체가 14개 업체에 달하였으며, 일본의 6개 업체, 캐
나다의 3개 업체가 순위에 속함  

 



I. 연구의 개요 

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환경 분석  

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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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 국내 방송장비 시장 

  

  
2008 2009 2010 2011 CAGR  

수요  

  

수출  1,748  1,691  1,810  1,936  3% 

내수  18,159  18,141  17,067  19,215  2% 

합계 19,907  19,832  18,877  21,151  2% 

공급  

  

생산  5,188  5,739  6,179  6,734  9% 

수입  14,719  14,093  12,698  14,417  -1% 

 2011년도 국내 방송장비 내수시장 규모는 
1조 9,215억원 규모 
 

- 이 중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규모는 6,734억원 규모
이고, 이 중 수출은 1,936억원으로 추정  

 

  <국산 방송장비 이용율 변화>  

 ‘08~’11의 방송장비 시장의 성장률은 2% 수준으로 높지 
않으나, 

-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은 연평균 9%씩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
씩 감소하며 수출은 3%씩 증가 
 

-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량 증가율’ > ‘장비시장 규모의 성장률’ 

 

국내 방송장비 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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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국내 공인 방송사의 방송장비 시장은 2012년 디지털 전환이 완료 이후 HD, 3D, 방통융합형 서비스 등
을 위한 장비 수요로 연평균 2%씩 성장하여 2015년 6,672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국내 사설 방송사의 방송장비 시장은 2012년 이후에도 꾸준히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교회, 기업 
및 개인 등에서 방송장비 도입이 보편화되면서 연평균 3%씩 꾸준히 성장하여 2015년 1조 4,688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12~’15)  

공인방송사  6,463  5,365  4,266  6,164  6,288  6,413  6,542  6,672  2% 

사설방송사  11,696  12,776  12,801  13,050  13,442  13,845  14,260  14,688  3% 

합계  18,159  18,141  17,067  19,215  19,729  20,258  20,802  21,361  3% 

국내 방송장비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억원)  

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 국내 방송장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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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국내 방송장비 기업은 180여개로 업체 평균 매출액은 41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21명으로 전형적인 중
소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 형성 

-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매출액 : 30억원 미만인 경우가 49%, 30억~100억원 사이가 35%, 100억원 이상
인 경우가 16%를 차지 

- 종업원수 : 1~9인이 21%, 10~19인이 20%, 20~49인이 20%, 50인 이상이 13%. 최대 기업이 300인 수준  

 

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 주요 현황 

 국내 방송장비 업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7%씩 성장하여 2012년에는 6,64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5,451  5,882  6,043  6,640  

평균 매출액 38  41  41  45  

방송장비 매출 전망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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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2012년 5월, KOBA전시회에 참가한 30개 방송장비 업체에게 직접 해외 수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KEA)  

 

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희망)국가 선정 설문 결과 

설문 응답 업체 (30개) 

가락전자, 에이스텔, 기린정밀공업, 오티컴, 답스, 원캐스트, 드웰, 음향학회, 디엠라이트, 인터엠, 디투에스, 제이디미디어, 

디티브이인터렉티브, 진명 I&C, 바이콤, 진명통신, 비주얼리서치, 컴픽스, 서울텍, 케이투이, 썬더테크놀로지, 코어트러스트, 

씨아이에스텍, 티브이로직, 아카데미정보통신, 파스컴, 알티캐스트, 포스티엄코리아, 에스이지, 호서텔레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희망)국가 및 품목에 대한 설문 결과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지역) 

 

수출 

품목  

공인 방송사 

ㅇ 모바일TV용 동일채널 중계기, 계측기, 문자발생기, 인코더, 변조기, LED조명, CA(Conditional 

Access),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방송용 모니터, 멀티뷰어, 컨버터, 오디오모니터, 디

지털 TV 중계기, 송신기, HDTV 광 중계기,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익사이터 등 

사설 방송사 
ㅇ 라운드스피커, PA시스템, 앰프, LED조명, 인코더, 디지털 비상방송/통합방송 시스템, 방송용 

모니터, 컨버터, 오디오모니터, HD 영상편집 장비, 이퀄라이저, 라인어레이 스피커, AV 스위쳐 등  

수출 

국가  

북남미 ㅇ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아시아 ㅇ 일본, 인도, 태국,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폴 등 

중동 ㅇ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유럽 ㅇ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 

CIS/ 기타 ㅇ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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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희망)국가 선정 설문 결과 

ㅇ (베트남, 인도네시아) 신흥시장으로 ICT 등 건설 및 개발 활성화,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동남아 시장진출(한국제품 신뢰도 높음) 

ㅇ (미국, 브라질) 방송장비 최대시장(미국)이며, 신규시장(브라질) 진출 필요 / 남미의 주요 방송시장으로 월드컵('14), 올림픽('16) 등 주요행사 개최 

ㅇ (러시아) CIS 진출 시 반드시 진출 필요(교두보 역할 및 주요 CIS 국가 영향력 행사) 

ㅇ (남아프리카공화국) ODA/EDCF 등 지원을 통한 신축학교(초/중/고) 시장 및 디지털 전환 준비 중임.  

ㅇ (영국, 프랑스) DAB(디지털 라디오) 전환 및 디지털TV2.0 예정, 유럽의 디지털 전환 선두 국가로서 진출 시 파급효과 큼.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의 수출 현황 
 

-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은 방송장비 중 HD 분배기, 모니터, 중계기, 송신기 등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품목들과 사설 방송사의 스피커, 앰프, 인코더 등의 장비가 주류 
- 전반적으로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대륙의 다양한 국가에 각각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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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 

방송장비 해외진출을 위한 SWOT 분석 

S 
TRENGTHS 

W 
EAKNESSES 

O 
PPORTUNITIES 

T 
HREATS 

           HD급 디지털 전환의 경험 
 

• 디지털 전환 완료(’12말) 추진 및 
HD전환 선도  

• 송출, 모니터링 장비 등 디지털 장비와 
PA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ABU의장국 및 G20의장국 지위 획득 

  중소기업 위주로 수출 기반 미비 
 

• 글로벌 마케팅 및 A/S의 한계 
• 단품 위주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 제한된 수출 지원 정책 대상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시장 진입 기회 증가 

 
• 스마트 미디어 진화에 따른 방송장비 

핵심역량의 변화(오랜 노하우-> 신속
한 시장 대응능력) 

• 실감형 TV, 스마트 단말 등 경쟁력 확
보에 유리한 환경 

 세계 경제 침체 및 글로벌 IT기업
의 장악력 확대 

 
•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여건 악화 
•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의 장악

력 확대 
• 신흥국들의 투자 확대 

Negativ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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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 

방송장비 해외진출을 위한 핵심성공요인(KSF) 

Key 
Success 
Factor 

신규 수출업체 
발굴, 기초정보 
수집 확대, 협력 
체계 마련 

변화하는 시
장에 대한 
대응체제 
마련 

방송장비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디지털 전환 
단계에 따른 
타겟 시장별 
전략 마련 

 중소기업 
지원 체계 
및 외부 자
원 활용방안 
마련 



I. 연구의 개요 

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환경 분석  

III.  세계 방송장비 시장 분석 

IV.  국내 방송장비 산업현황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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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벤치마킹 

기존 수출제도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1) 수출지원 정책 대상으로 수출에 대한 몰입도, 수출 비중, 해외 사업 경험이 높거나 경영자의 해외 지향

적 마인드가 있는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해야 함 
 
(2) 수출지원 정책은 활용 절차가 쉽고 용이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높아야 함  
 
(3) 제도의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전시성 지원정책보다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함  
 
(4)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수출 단계에 맞는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함  

기존 수출제도 및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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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 수출지원 제도의 시사점 

-해외진출 대상 및 여건에 맞게 민간 주도형, 제3섹터 주도형, 정부 주도형으로 차별적인 

전략 추진 의료 서비스 

• 해외진출 대상국의 여건에 맞는 차별적 전략 추진 필요 

-글로벌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유통망 구축 없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략 추진 

-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사전상용화테스트, 적합성 검사 등의 테스트 베드 운영  콘텐츠 산업 

• 글로벌 유통망을 갖춘 협력 업체와의 협업을 모색하되 국내 업체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협상력의 우위 확보 필요 

•  방송장비 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테스트 베드 운영 필요  

-두 개 이상의 모드가 결합된 패키지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부처를 마련하여 네

트워킹을 효율화 

-정상회담 등 Top sales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 

교통산업 

• 독자적인 해외진출보다는 콘텐츠, 교육, 건설 등 유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관 부처간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 정부에 제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략 

-대기업 또는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에 요구되는 전문 법률 서비스, 통관절차 처리 
간편화, 무역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 모색 

•  동종업계간, 대기업, 물류기업과의 협력 모색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솔루션 제
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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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수출경험 시사점 

• 국내에서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제표준화에 성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 유사 기술과의 경쟁이 심하여 기술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차원

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였음 

• 선진국에서는 제품의 품질로 경쟁할 수 있었으나, 중후진국에서는 현지 네트워크와 커

미션이 요구되는 등 대륙별, 국가별 상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접근 전략이 필요 

지상파 DMB  

사업 

• 진명통신은 해외 협력업체와, 티브이로직은 포스티엄 코리아와 협력을 통해 마케팅 및 

판매를 전문화함 

• 진명통신은 150여개 국가에 딜러망을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와 협력하여 시장 개척 

진명통신 &  

티브이로직 

• 국내 업체들과의 컨소시움을 구성 

• 장비의 해외수출이 아닌 콘텐츠 및 교육 서비스와 결합한 HRD(Human Resource 

Develop) 차원에서 ODA 및 국제교육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IPTV 산업협회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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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수출의 장애요인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전략 

•분야별로 소수 기업의 장비들이 세계 시장 지배 

높은 진입장벽 

•해외시장 정보 접근 제한 및 마케팅 능력 및 브랜드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진출 미흡 

마케팅 능력 한계 

•글로벌 방송전문기업이 부족하여 모니터, 컴퓨터그래픽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도 중저가의 Mid-Tech 

시장 위주로 진출하는 상황 

저부가가치 

•국내 방송장비업체는 판매 후 폐업 또는 해외 A/S 지원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A/S 한계 

•추격형 개발로 인해 원천기술 부족 및 R&D 역량 부족 

핵심역량 한계 

•방송장비 수출기업 현황 파악의 어려움  

정책 추진의 어려움 



43 

방송장비 수출 프로세스별 지원 방향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전략 

방송장비 수출 프로세스 및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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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수출 프로세스별 지원 방향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전략 

 

 

1. 수요발굴 

1) 디지털 전환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수요 발굴 전략 추진 
 디지털전환 기추진국HD장비, IT기반 장비 등의 판매망 확보 및 실감형 장비 등 미래 신규 수요 

수요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 필요 
 

 디지털 전환 추진국  SI업체, 방송사 등을 중심으로 방송장비를 패키지화하여 디지털전환 경험 
등을 토대로 개도국 등의 디지털 전환수요에 대응 
 

 디지털 전환 미추진국  디지털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디지털전환 컨설팅을 통해 디지
털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방송장비 신규 수요 창출 가능  

 
2) ODA를 통한 방송장비 수요 발굴에 대한 검토 
 기자재, 방송장비 등의 하드웨어 산업 분야는 선진공여국이 이미 ODA를 수행하거나,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 
 

 교육 및 건설 등 타분야에서의 ODA 추진 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  

 
 SI 업체 내 ODA 전담부서를 대상으로 국내 방송장비 중 우수 장비를 홍보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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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수출 프로세스별 지원 방향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전략 

 

 

2. 자료 수집 및 수출 전략 수립  

1) 정보 수집 체계 구축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정보체계 구축 : 해외 유관단체 및 로드쇼 등 해외 행사를 통해 습

득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방송장비에 특화된 시장조사 추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송장비 수요 모니터링 

 

2) 해외 진출 전략 수립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해외진출 전략 수립 : 패키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지역확대 전략 
 업계에서 체계적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 지원 :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KOTRA 등 현지 

네트워킹 활용, 전문 컨설턴트 지원, 현지 법률 자문 등 
 

 
  

 

 

3. 기술 검증  

1) 방송장비 표준 시험기준 확립 및 규격 인증제도 도입 
 국산 사설방송장비에 대한 품질 신뢰성 및 시장의 공정성 확보 필요 
 사설방송장비인증센터(가칭) 센터 설립 

 

2) 수출국향 테스트베드 지원 
 제주 테스트베드 활용 :  방통융합 관련 사업의 필드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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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수출 프로세스별 지원 방향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전략 

 

 

4. 수출 준비 

 해외 방송장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방송장비 디자인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장비 디자인 지원  
 

 수출 타겟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로 외국어 카달로그 및 상품 홈페이지 번역에 대해 전문 번역
가 Pool 지원 및 번역료 지원 
 

 패키지 시스템 및 토털시스템 구축 시 디자인 및 홍보자료 제작 지원 
 

5. 해외 마케팅 

 해외 전문 전시회 지원 
 

 한국 방송장비 홍보 로드쇼 및 수출 상담회 등 
 

 온라인에서 검색엔진 마케팅 및 해외 방송 및 방송장비 관련 전문 사이트 대상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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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수출 프로세스별 지원 방향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전략 

 

 

6. 수출/진출 

 가치사슬 상 기능 분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7. 사후관리 

 
 (현지 딜러쉽 활용 유도) 장비 판매를 하는 현지 딜러가 A/S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현지 딜러쉽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우수 사례 홍보 및 우수 딜러들과의 연계 지원  
 

 (온라인 A/S 지원) 현지 딜러의 A/S 접수 및 처리 과정을 본사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에서 접수 및 처리 후 만족도 조사 등을 처리하여 현지 딜러의 A/S 실태를 관리하고 수요자에게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격 지원  
 

 (A/S 전문가 풀 구성 및 백업 시스템 구축) 판매 업체 폐업시에도 A/S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하는 
장비의 설계 도면을 백업 시스템에 등록하고 본 장비의 A/S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도 Pool에 함께 
등록하도록 유도 
 

 (기금 및 보증 보험) A/S 지원 시스템 운영 및 A/S 보장을 위한 보증 보험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참여 및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 기금 및 보험으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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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지원 정책 추진방안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의 지원책과 업체간 자생적 협력 기반의 Bottom-up 차원의 활성화 방
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49 

방송장비 수출 지원 중점 추진 방안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지원 정책 추진방안 

• 방송장비산업센터에서 www.kobec.org  중심으로 방송장비 기업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서비스 지원 

• On-off One-stop 지원 창구를 통해 방송장비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1. 온오프 One-stop 지원창구를 통한 방송장비 맞춤형 지원 

http://www.kob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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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수출 지원 중점 추진 방안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지원 정책 추진방안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 지역적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접근전략 제시 필요 

2. 수출 추진 방안의 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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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수출 지원 중점 추진 방안 

V. 수출전략  및 지원 방안: 방송장비 수출 지원 정책 추진방안 

• 단품 위주의 판매보다는 패키지화 및 토털솔루션 판매를 통

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함  

3. 패키지화 추진 전략 

• 동종업계간 동업조합(industry association)을 통해 시장조사, 

홍보, 국제무역 분쟁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ITC)도 제안: 방송장비 업체 대상 컨퍼런스 확

대, 상호운영 컨퍼런스 활성화 등  

4. 업계 협력 체계 구축방안 

• 대기업/물류기업 협력 

• 콘텐츠 협력 : 한류 콘텐츠 한류 활용을 위한 기획사 협력 방

안 검토  

5. 타분야와 협력 추진 방안 

조명 패키지 (예)  
   조명 디자인 
 + 구조물 설치 
 + 효과 조명  
 + conventional lighting  
 + LED 스크린  

송신 시스템(예)  
   Transmitter  
  + Exciter 
  + 송신안테나 
   + 수신안테나  
   + Encoder 
   + Multiplexer  
   + 게이트웨이  
   + Professional Receiver  
    + Professional Monitor  

PA 시스템 (예)  
   마이크 
  + 안내방송 시스템 
  + 비상방송 시스템  
  + 스피커 
  + 화재수신장비 
  +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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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songmin516@e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