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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1. 22.(목) 조간(온라인 11. 21.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11. 21.(수) 09:00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강도성(02-2110-1880) 담 당 자 김현회 사무관(02-2110-1882)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IPTV와 SO간 가입자 수 격차는 약 107.6만명으로 커져 -

- '18년 상반기 기준 KT군(群) 시장점유율 30.86% 차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이하 ‘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18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

□ ‘18년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1,956,419명(6개월 평균)

으로 집계되어 ’17년 하반기 대비 59만 명이 증가하였다.1)

ㅇ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① KT 6,605,107명(점유율 20.67%), ② SK브로드

밴드 4,465,758명 (13.97%), ③ CJ헬로 4,161,644명 (13.02%), ④ LG

유플러스 3,645,710명(11.41%), ⑤ KT스카이라이프 3,254,877명(10.19%)

순으로 집계되었다.

ㅇ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지난 ’17년 하반기

(958만명)대비 28만명이 증가한 986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30.86%

(시장점유율 0.32%p 증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1)  본 자료 상 가입자 수는 반올림 적용하였음(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이로 인해 가입자 수 총계
와 각 가입자 수의 합산 값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2 -

ㅇ 한편, ‘18년 상반기 가입자 수는 ’17년 하반기보다 59만명 정도 증가

하였으나, 가입자 증가폭은 36%((‘17.하)91만명 → (‘18.상)59만명) 줄어들어,

’15년 하반기 이후 매반기별 80만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던 가입자

증가폭은 다소 감소하였다.

< 3년간 상·하반기별 가입자 수 및 증가폭 비교 >
(단위 : 단말장치・단자)

구 분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전체가입자 27,865,174 28,730,419 29,622,754 30,457,368 31,370,088 31,956,419

증 가 폭 - 865,245 892,335 834,614 912,720 586,331

□ 또한, 매체별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는 IPTV 14,716,575명

(46.05%), SO 13,984,967명(시장점유율 43.76%), 위성방송 3,254,877명

(10.19%) 순으로 나타났다.

< 매체별 가입자 수 비교 >
(단위 : 단말장치・단자)

구 분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증감

가입자수 점유율
(A) 가입자수 점유율

(B) 가입자수 점유율
(B-A)

SO 14,091,924 44.92% 13,984,967 43.76% -106,957 -1.16%p

위성 3,239,322 10.33% 3,254,877 10.19% 15,555 -0.14%p
IPTV 14,038,842 44.75% 14,716,575 46.05% 677,733 1.3%p

합계 31,370,088 100.0% 31,956,419 100% 586,331

ㅇ 특히 월별 가입자 수 동향을 보면, ‘17.11월부터 IPTV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앞선 이후 전체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와 SO간

가입자 수 격차는 약 107.6만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3년간 SO와 IPTV 가입자 수 >
(단위 : 단말장치・단자)

구분 ’15.12월 ’16.6월 ’16.12월 ’17.6월 ’17.11월 ’18.6월

SO 13,732,084 13,848,657 13,886,670 13,968,178 14,097,123 13,940,289

IPTV 11,358,187 12,196,432 12,889,408 13,632,000 14,220,281 15,015,907

차이
(SO-IPTV)

2,373,897 1,652,225 997,262 336,178 -123,158 -1,0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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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 16,419,531명(점유율 51.38%), 복수

가입자** 12,962,891명(40.56%), 단체가입자*** 2,573,996명(8.06%) 순으로

집계되었다.

< 유형별 가입자 수 비교 >
(단위 : 단말장치・단자)

구 분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증감

가입자수 점유율
(A) 가입자수 점유율

(B) 가입자수 점유율
(B-A)

개별가입자* 16,369,631 52.19% 16,419,531 51.38% 49,900 -0.81%p

복수가입자** 12,446,619 39.67% 12,962,891 40.56% 516,272 0.89%p

단체가입자*** 2,553,839 8.14% 2,573,996 8.06% 20,157 -0.08%p

* 개별가입자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복수가입자 :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병원, 호텔, 상점 등 가입자)

*** 단체가입자 :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가입자

< 가입자 수 산정 관련 참고사항 >

□ 이번 가입자 수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9.4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36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

으로, 방송법 상 유료방송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 (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77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85만명, KT스카이라이프 92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전체 OTS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7.5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69.7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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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

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붙임 1.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2. 월별 가입자 수 현황

3. 최근 3년간 분기별 IPTV 및 SO 가입자 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회 사무관(☎ 02-2110-1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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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단말장치・단자)
구 분 사업자 가입자 수

(6개월 평균) 시장점유율

SO

㈜CJ헬로 4,161,644 13.02%

㈜티브로드 3,151,123 9.86%

㈜딜라이브 2,060,051 6.45%

㈜CMB 1,550,769 4.85%

㈜현대HCN 1,330,867 4.16%

개별SO*(9개사) 1,730,513 5.42%

(소 계) 13,984,967 43.76%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3,254,877 10.19%

IPTV

㈜KT 6,605,107 20.67%

SK브로드밴드㈜ 4,465,758 13.97%

㈜LG유플러스 3,645,710 11.41%

(소 계) 14,716,575 46.05%

총 계 31,956,419 100.00%

* 개별SO(9개사) : 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
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
케이블TV광주방송

※ 하나방송㈜은 ’18년 상반기부터 ㈜CJ헬로로 산입하여 산정

※ 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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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월별 가입자 수 현황

□ 2018년 상반기 가입자 수 현황
(단위 : 단말장치・단자)

구분
유료방송

사업자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 균 점유율

SO

㈜CJ헬로 4,177,995 4,175,287 4,172,041 4,162,152 4,148,797 4,133,590 4,161,644 13.02%

㈜티브로드 3,162,605 3,159,513 3,153,874 3,149,058 3,142,826 3,138,864 3,151,123 9.86%

㈜딜라이브 2,060,846 2,060,515 2,060,391 2,057,434 2,059,165 2,061,956 2,060,051 6.45%

㈜CMB 1,547,671 1,548,154 1,548,270 1,549,886 1,553,598 1,557,032 1,550,769 4.85%

㈜현대HCN 1,332,067 1,331,724 1,330,721 1,330,463 1,330,343 1,329,886 1,330,867 4.16%

개별SO 1,743,486 1,739,573 1,732,333 1,726,654 1,722,064 1,718,961 1,730,513 5.42%

(소 계) 14,024,670 14,014,766 13,997,630 13,975,647 13,956,793 13,940,289 13,984,967 43.76%

위성 ㈜KT스카이라이프 3,246,563.50 3,255,095 3,255,313.50 3,257,336.50 3,254,685 3,260,270.50 3,254,877 10.19%

IPTV

㈜KT 6,501,809.5 6,542,665 6,584,442.5 6,624,668.5 6,664,559 6,712,498.5 6,605,107 20.67%

SK브로드밴드(주) 4,388,561 4,415,421 4,452,327 4,481,130 4,514,146 4,542,961 4,465,758 13.97%

㈜LG유플러스 3,524,798 3,567,356 3,625,994 3,674,673 3,720,993 3,760,447 3,645,710 11.41%

(소 계) 14,415,168.5 14,525,442 14,662,763.5 14,780,471.5 14,899,698 15,015,906.5 14,716,575 46.05%

(전체합계) 31,686,402 31,795,303 31,915,707 32,013,455 32,111,176 32,216,466 31,956,419 100.00%

※ 6개월 평균값등 산정과정에서 가입자수 반올림적용하여, 사업자별가입자 수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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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최근 3년간 분기별 IPTV 및 SO 가입자 수

□ 최근 3년간 분기별 IPTV 및 SO 가입자 수 추이(분기말 기준)

(단위 : 단말장치・단자)
구분 15.12월 16.3월 16.6월 16.9월 16.12월 17.3월

SO 13,732,084 13,732,067 13,848,657 13,852,609 13,886,670 13,929,249

IPTV 11,358,187 11,790,087 12,196,432 12,508,862 12,889,408 13,258,469

차이

(SO-IPTV)
2,373,897 1,941,981 1,652,225 1,343,747 997,262 670,780

구분 17.6월 17.9월 17.11월 17.12월 18.3월 18.6월

SO 13,968,178 14,106,881 14,097,123 14,036,693 13,997,630 13,940,289

IPTV 13,632,000 14,005,568 14,220,281 14,325,496 14,662,764 15,015,907

차이

(SO-IPTV)
336,178 101,313 -123,158 -288,803 -665,134 -1,075,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