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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DVD(Digital Versatile Disc)는 디지털 동화상을 

재생하기 위하여 개발된 광 디스크로 종래의 CD-

ROM의 기능과 용량을 대폭 확장한 차세대 영상 기

록 매체이다. DVD는 지름이 12cm로 종래의 오디오 

CD나 CD-ROM과 겉모양은 같지만 용량은 4.7 

GB(1층 구조)에서 8.5GB(2층 구조)까지로서 종래

의 CD의 680MB에 비해 엄청나게 크다. 따라서 

MPEG-2 영상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 종래의 CD-

ROM보다 수십 배나 긴 동영상이 가능하며, 스튜디

오의 마스터 테이프와 같은 양질의 동영상을 얻을 수 

있다. 

한편, DVD는 흔히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igital 

Video Discs)의 약자로서 사용되어 왔는데, DVD는 

차세대 고집적광학 디스크에 대한 통합된 표준으로

서 정의할 수 있다. DVD 기술의 등장으로 전세계적

으로 디지털 정보가전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며, 

이에 의한 디지털시장에 대한 전망도 매우 긍정적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DVD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DVD를 통한 제품시장의 

특허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이에 따른 한

국의 대응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DVD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용도,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

고 DVD 시장의 국내외 동향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 DVD 참여업체에 대한 조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현존하고 있는 DVD 시장의 문제점,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산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DVD 시장의 특허풀을 이루고 있는 DVD 포럼을 중

심으로 한 국제적인 현황과 향후 한국의 입장 등을 

정리하였다. 

II.II.II.II. DVD DVD DVD DVD의의의의    개요와개요와개요와개요와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1. DVD 1. DVD 1. DVD 1. DVD 개요개요개요개요    

패키지미디어(Package Media)의 역사는 1950

년대경 L.P.와 카세트 테이프가 등장하기 시작한 아

날로그 오디오시대를 시작으로, 1970년대 비디오카

세트와 레이저디스크를 통한 아날로그 비디오시대, 

이어서 1980년대 CD, DAT, MD 등에 의한 디지털 

오디오, 1990년대 CD-ROM를 중심으로 한 멀티미

디어시대, 21세기 꿈의 영상매체로 불리는 DVD 

DVD DVD DVD DVD 시장과시장과시장과시장과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보호보호보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DVD Market 

배홍균(H.K. Bae) 무선산업연구팀 Post-Doc 

21세기 디지털비디오 시장의 장을 연 DVD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잠재력이 높은 기술이며 그로 인해 파

생되는 다양한 제품들은 향후 디지털 정보가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리라 예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DVD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국내외의 시장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존하는 DVD 시장의 문

제점과 DVD와 관련해 특허풀을 이루고 있는 DVD 포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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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패키지미디어의 역사 

 

 

 

(그림 2) MPEG-2의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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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에 의한 디지털비디오시대로 발전하여 왔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출현은 영화, TV, 라

디오, 신문과 잡지의 활성화로 이어졌고, 경영에 있

어 컴퓨터가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였다. 컴

퓨터산업과 오락산업의 발전과 힘입어 더 많은 정보

를 저장하고 처리하며 모든 면에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시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제품개념이 이루어졌는

데, 이러한 창작프로세스의 결과물이 DVD인 것이

다((그림 1) 참조). 

DVD는 하나의 디스크에 CD-ROM의 약 7배인 

4.7GB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차세대 기록매체를 

뜻한다. 비디오 CD 등에 사용되는 MPEG-1과 비교

해 볼 때, MPEG-2의 이미지 크기는 약 4배 이상 

크고, 초당 프레임 수는 2배이다. 처음에는 MPEG-

2 표준에 따라 비디오 CD보다 월등한 고화질, 고음 

 

 (그림 3) DVD의 구조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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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를 의미했지만, 최근에

는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igital Versatile Disc)

로 최고의 용량인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매체로 

그 뜻이 변화하고 있다((그림 2) 참조). 

DVD는 1995년에 처음 등장한 이래 그다지 관심

을 끌지 못하였으나 1997년에 DVD 표준이 개발된 

이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응용되어 CD의 뒤를 

잇는 차세대 광 저장장치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DVD는 최고의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저장

과 액세스를 디스크 한 장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D-ROM의 680MB에 비해 DVD는 7배에 

해당하는 면당 4.7GB(양면 8.5GB)의 정보저장 용

량을 갖고 있으며, 2시간 이상 분량의 동영상을 고

품질 비디오로 저장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한편, DVD 미디어의 두께는 CD-ROM과 동일한 

1.2mm이지만 0.6mm의 두 개의 판이 겹쳐진 형태

로 각각의 판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으며, 한쪽 면을 다시 이중 구조로 나누고 레이저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용량을 최대 17GB까지 증가

시킬 수 있다(<표 1> 참조).  

따라서, 높은 데이터 저장능력과 고품질의 다양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등의 특징으

로 향후 CD-ROM을 대체하게 될 DVD에 대해서 

주요 DVD 제조업체들은 블루 레이저 기술을 기반

으로 12∼30GB 성능 수준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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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VD의 주요 명세서 

구분 규격 

디스크 직경(Disc diameter) 120mm 

디스크 두께(Disc thickness) 1.2mm(0.6mm×2)

최단피트 길이(Shortest pit length) 0.4micron meter 

트랙피치(Track pitch) 0.74micron meter

섹터배치(Sector layout) CLV 

로직구조(Logic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ISO9660 & UDF 

모듈방법(Modulation method) 8/16 modulation 

오류정정(Error correction method) RS-PC 

레이저파장(Laser wavelength) 650/635nm 

렌즈의 개구수(Lens(NA)) 0.6 

주) RS-PC(Reed Solomon Product Code) 

<자료>: www.toshiba.co.jp 

 

2. DVD 2. DVD 2. DVD 2. DVD 용도용도용도용도    

DVD는 용도에 따라 DVD-ROM, DVD-RAM, 

DVD-R, DVD-RW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DVD-

ROM은 현재 시장에 주로 유통되는 영화 타이틀과 

같은 재생 용도로 사용된다. DVD-R과 DVD-RAM, 

DVD-RW는 모두 기록이 가능한 매체로, DVD-R

은 CD-R처럼 한 번만 저장하는 미디어이며, 반복적

으로 기록이 가능한 것으로는 DVD-RAM과 DVD-

RW가 있다. DVD 포럼에서는 반복 저장이 가능한 

매체로 DVD-RAM을 선정했으나, 차후에 DVD-

RW가 개발되자 DVD 포럼에서는 DVD-RW도 분

류의 하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 공

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복 저장 가능 매체는 저

장 가능 용량이 단면 2.6GB, 양면 디스크가 5.2GB

로 DVD-ROM에 비해 저장 용량이 작다. 이는 미디

어의 물리적인 손상이나 데이터의 유실에 대비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4) 참조). 

한편 DVD 포럼은 DVD 포럼이 인정한 스펙을 

기초로 하는 모든 장비가 디스크와 호환성을 갖도록 

보장하는 DVD 멀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서는 DVD 포럼이 공식적으로 만든 거의 모든 포맷

에 대하여 디스크 호환성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스펙

 
(그림 4) DVD의 세 가지 레코딩 유형 

DVDDVDDVDDVD----ROMROMROMROM    DVDDVDDVDDVD----RRRR  DVDDVDDVDDVD----RAMRAMRAMRAM    

ReadReadReadRead----OnlyOnlyOnlyOnly    WriteWriteWriteWrite----OnceOnceOnceOnce    RewritableRewritableRewritableRewritable    

 

 

(그림 5) DVD와 CD의 호환성 

CD 

DVD 

Audio CD CD-ROM 

DVD Video 

DVD-ROM 
DVD-R 
DVD-RAM 

Audio and Video Computer 

을 설정하는데, DVD 멀티 하드웨어 스펙은 소비자 

가 DVD 멀티 로고만 확인하면, DVD 미디어나 장

치 사이의 호환성에 대한 걱정 없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DVD 멀티 하에 DVD 포럼에서 호환

성을 보장하는 포맷은 DVD-Video, DVD-ROM, 

DVD-Audio, DVD-RAM, DVD-R, DVD-RW, 그

리고 DVD-Video Recording 등이다. 

Sony, Philips 등의 기업이 지지하고 있는 DVD 

+RW 포맷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DVD 

멀티 계획에 따른 상호호환성을 갖지 못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DVD-ROM 드라이브와 DVD-Video 

플레이어는 DVD 멀티 스펙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없

다[2]. DVD 장치와 미디어 간의 호환성을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3. DVD 3. DVD 3. DVD 3. DVD 어플리케이션의어플리케이션의어플리케이션의어플리케이션의    확대확대확대확대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접속

이 가능한 DVD 플레이어나 DVD-Video 기능을 갖

춘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DVD-

Audio가 결합됨으로써 우수한 오디오 품질의 DVD 

비디오 플레이어가 출시되고 있다((그림 6) 참조). 

DVD-A 디스크는 DVD, CD, CD-ROM과 크기

는 같으나 최상의 품질수준으로 7시간 이상의 긴 사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6권 제4호 2001년 8월 
 

116116116116    

 

 
(그림 6) DVD의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포맷 

DVD-Video 

DVD-Audio

DVD-ROM 

DVD-ROM 

DVD-Video DVD-Audio

Computer 

DVD-Audio DVD-ROM 

Audio-Player Video-Player 

Universal Player 

Superior picture quality 

Superior sound quality

Versatile functions 

Ultrahigh sound quality

Long playback time 

Large capacity 

High speed 

DVD-Video

 

운드를 저장할 수 있으며, 멀티채널 음악 사운드를 

제공한다. 근래에 HP, MCC/Verbatim, Philips, Ri-

coh, Sony, Yamaha 등에서 4.7GB DVD-RW 기술

에 대한 지원을 발표함으로써 기록 가능한(recor-

dability) DVD 비디오 플레이어도 등장하게 되었는

데, 장기간의 개발과 초기 제품이므로 고가의 소매가

격(1,000∼2,000달러)이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 인

터넷이 결합된 DVD 비디오 플레이어(interactive 

DVD: IDVD)의 경우 TV 기능을 아날로그 TV 신호

수신에서 단순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변환한 것이다. 

일례로 백화점의 모든 의류를 DVD에 진열하고, 이

용자들은 인터넷 접속으로 현재 가격, 주문상품, 전

자우편을 통한 개별 통신 등을 할 수 있다. DVD 기

반의 카달로그를 통해 인터랙티브한 성능과 결합된 

우수한 오디오 및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저렴

한 비용으로 복제나 전송이 가능하다. IDVD는 이 외

에도 교육이나 훈련 등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될 

수 있다[3]. 

III.III.III.III. DVD  DVD  DVD  DVD 시장과시장과시장과시장과    산업현황산업현황산업현황산업현황    

1. DVD 1. DVD 1. DVD 1. DVD 시장현황시장현황시장현황시장현황    

DVD 시장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CD, VHS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의 시장보고서

들은 DVD가 향후 5년 내에 비디오 카세트를 대치

할 수 있는 표준 홈비디오 포맷이 될 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 의해 명명된 DVD 제품은 

최근 조사에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기타 전자제

품보다도 구매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제1의 제품으

로 밝혀졌다[4]. 올해 DVD 제품은 세계적으로 2천

5백만 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6백만 대는 유럽

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Cahners In-Stat Group 전망에 따르면 

DVD 선적은 올해만 48% 이상 성장하고 2004년까

지 세계적으로 전체 선적에서 VCRs을 추월할 것으

로 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1999년에 9백만 대, 

작년 1천8백만 대로 성장, 2001년에 전세계적으로 

DVD 플레이어가 VCR 판매를 앞지르며 2천8백만 

대 판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수치는 2004

년에 6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7) 참조)[5],[6]. 

또한, Dataquest는 DVD 드라이브가 내년에 처

음으로 CD-RW를 따라 잡고, 2004년에 DVD 드라

이브는 CD-RW 드라이브 2천8백만 대와 대비하여 

1억5백만 대로 예상하였다[7]. 

한편, 한국의 삼성과 LG 전자 등 DVD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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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전세계 DVD 플레이어 시장 

(단위: 만 대)

 

 

업체들과 스펙트럼 DVD, 워너브라더스 등 타이틀 

공급업체간 마케팅 제휴가 이루어지면서 타이틀 부

족으로 시장 활성화가 침체된 국내 DVD 플레이어 

시장은 재작년 2만여 대에서 올해 상반기 10만 대의 

보급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공급된 

DVD 플레이어는 2만 여 대로 타이틀은 65편에 불

과하다(2000년 4월 12일). 또한 PC용 DVD 롬 드라 

이브 확산과 비디오 게임기, DVD 셋톱박스의 개발 

등이 국내 DVD 산업에 활력을 주고 있는데, 또한 국

내 DVD 시장의 본격 성장기를 2001년 중반 이후로 

예측해 소프트웨어관련 업체들과 플레이어 업체는 

영화판권 확보와 제품개발과 저가의 보급형 제품개

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DVD 시장은 일

단 긍정적이다. 플레이어와 롬 드라이브 등 DVD 하

드웨어의 보급률 증가와 타이틀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보급은 지난해보다 10배 

정도 증가한 20만 대 보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타이틀 수는 700∼800편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DVD 플레이어에 의해 출하량 성장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DVD 기술 및 DVD 

플레이어와 드라이브의 향상된 특성으로 올해 DVD

시장규모는 170만 개로 예상되며 2004년 이후에도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 DVD2. DVD2. DVD2. DVD의의의의    산업현황산업현황산업현황산업현황    

국내 DVD 시장은 지난해까지 하드웨어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를 전부 합쳐 3∼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DVD 시장에 참

여한 업체는 22개사에 이른다. 여기에 DVD 인코딩

업체와 유통업체까지 포함하면 40여 개사에 달한다. 

한편 프로테이프 시장이 5개 비디오 직배사와 4개 

유통ㆍ제작사, 3개 중견 제작사 등 15개 정도의 업

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수준

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DVD 관련 산업에는 DVD 플레이어와 DVD 롬 

드라이브 등 하드웨어와 영화 콘텐츠를 DVD 타이

틀로 제작하는 DVD 제작, DVD 타이틀을 복제생산

하는 프레싱 등이 있다.  또한 비디오테이프와 필름 

상태의 영상 콘텐츠를 DVD로 변환시키는 인코딩도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표 2>는 현재 한국에서 DVD와 관련하여 참여

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2> 한국의 DVD 참여업체  

DVD 업체구분 참여업체 

하드웨어업체
삼성전자, LG 전자, 아남전자, 이트로닉스, 
대우전자, 케드콤 등 6개사와 소니코리아와 
필립스코리아 등 외산업체 

타이틀업체 

콜럼비아 트라이스타, 워너브러더스, 브에
나비스타, 비트윈, 스펙트럼 DVD, 새롬엔
터테인먼트, 씨넥서스, 다음미디어, 다솔영
상, 20세기폭스, 스타맥스, CJ 엔터테인먼
트, 코스마 등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속
적으로 증가할 전망  

프레싱업체 
정문정보, 에이테크, SKC, 도레미레코드, 
태광음반, 득영, 인포디스크코리아  

인코딩업체 
비트윈, DVD 테크, 창성미디어, KTN, 
RMJC, 씨넥서스, 다음미디어 등 

유통업체 
신나라미디어, 이엔이, 우일셀스루, 성일미
디어, 대윤비디오, 엔씨디 등 

ⅣⅣⅣⅣ. DVD . DVD . DVD . DVD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보호보호보호    

DVD 포럼은 지난 ’97년 소니, 히타치, 마쓰시타 등 

일본업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업자 단체로 자율

적으로 DVD 표준을 주도해 왔다. 이 포럼에는 세계 

234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그 중 17개 

업체가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해 표준제정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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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VD 포럼 

발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다(<표 3> 참조). 현재 국

내 업체로는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97년에 최고의

사결정기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편, 현재 DVD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라이센

스 그룹은 필립스ㆍ소니ㆍ파이어니어 진영과 도시

바ㆍ히타치ㆍ마쓰시타ㆍJVCㆍ미쓰비시ㆍ타임워

너 진영, 톰슨이 이끄는 진영 등 크게 3개 그룹으로 

크게 구분된다.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 국내 업체들

도 응용특허 부문에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핵심 특

허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특허 보유기업들이 모두 로열티를 요구

하고 나설 경우 현재 국내 업체들이 대당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약 12∼1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로열티 부담이 지속적으로 10%를 상회할 경

우 국내 업체들의 사업입지는 매우 힘들어질 전망이

다. 또한, 특허권 보유업체들의 라이센스 조건이 

DVD 플레이어 가격이 낮아질수록 로열티 부담이 

늘어나는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조항은 특허권 보유기업들이 로열티 징수 

방식을 대당 3.5∼4% 방식과 4∼5달러의 최저정액

구분 세부사항 

1. DVD 포럼의 창설 1997년 4월 

2. 포럼의 목적 

포럼은 하드웨어제조업자, 소프트웨어기업과 다른 DVD 포맷사용자의 자발적인 협의체이다. 포럼
은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소비자와 사용자의 혜택을 위해 DVD에 대한 개정, 진보, 강화를 포함한 DVD 어플리케이션 제품
에 대한 싱글포맷을 확립하고자 함 

•  오락, 소비자 가전, IT 산업 등에 DVD 제품의 광범위한 채택을 장려 

3. 회원인원 
234개 기업들이 DVD 포럼에 참여하고 있음 
2000년 9월 기준으로 멤버들의 지리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 34%, 아시안 30%, 미국 22%, 유
럽 15% 순 

4. 회원자격 

DVD 제품의 제조, 발달, 연구개발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DVD 포맷의 개발과 향상에 관심이 있는 
DVD 제품의 사용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두 종류의 회원으로 분류되는데 Prin-
cipal 회원과 Associate 회원으로 나뉨 

•  Principal 회원: 정해진 회원료를 납부하고 DVD 포맷의 개발, 촉진, 향상을 위해 재정기여를 한
다. 또한 워킹그룹에서 DVD 포맷활동에 참여하고, 포맷활동을 통해서 개발된 기
술정보를 수용, 워킹그룹에서 밝혀진 기술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
누설방지 협정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짐   

•  Associate 회원: 워킹그룹활동 보고에 참여하고 때때로 제안을 하는 자격이 주어짐 

5. 회원료 

•  Principal 회원: 연회비는 1백만 엔(대략, 2000.10.1. 엔/달러 기준으로 9,500$)임 
•  Associate 회원: 연회비는 3십만 엔(동일한 기준으로 약 2,850$)이다.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하는 
회원은 연회비의 절반만 지불 

6. DVD 포럼 활동 

DVD 포럼은 아래의 주제에 대한 워킹그룹을 갖고 있음 
WG1: DVD 비디오와 비디오 레코딩 어플리케이션 
WG2: DVD-ROM에 대한 Physical specifications 
WG3: Discs에 대한 파일시스템 내역 
WG4: DVD-Audio 어플리케이션 
WG5: DVD-RAM에 대한 Physical specifications 
WG6: DVD-R과 DVD-RW에 대한 Physical specifications 
WG9: 저작권보호 
WG10: 전문적 어플리케이션 

7. 워킹그룹 가입 자격 
각 워킹그룹은 Principal 회원에게 개방되어 있다. WG9을 제외한 WGs의 참여는 워킹그룹 내의 기
술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누설방지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8. 특허라이센스 협정 

특허라이센스와 지역코드에 대한 정보는 직접 제조업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DVD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특허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6개기업(Hitachi, Matsushita, 
Mitsubishi, Time Warner, Toshiba, JVC)은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인 조건을 목표로 라이센스 
협정을 이루고 있다. DVD-Video player and DVD-ROM drive: 순판매가격의 4%, DVD decoder: 
순판매가격의 4%, DVD-Video disk and DVD-ROM disk: disk 당 vs 7.5cents(1999.7.)[8] 

<자료>: DVD 포럼 참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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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DVD 플레이어 대당 가격

이 100달러선에 진입할 경우 자사에 유리한 최저정

액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은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구

체적인 특허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 ’97년 

후발주자로 세계 DVD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지난해 550만 대의 

DVD 플레이어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 1,000만 대

를 수출해 세계시장의 35% 이상을 확보한다는 적

극적인 목표를 세워 놓았다. 하지만 핵심기술 특허

보유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오른 한국 업체

들을 대상으로 특허로열티 공세를 펼친다면 국내 업

체들은 세계시장을 놓고 핵심기술 보유업체들인 도

시바ㆍ소니ㆍ필립스ㆍ톰슨 등과 로열티 협상을 통

해 시장지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핵심특허 보유기

업들이 DVD 가격인하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로열티 인하를 거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서 한국은 앞으로 특허보유 기업들을 상대로 IPRs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협상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10]. 

ⅤⅤⅤⅤ.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DVD 시장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전망적인 산업

으로 인정되고 있다. 선진 업체에서는 이미 수년 전

부터 DVD 이후를 겨냥한 새로운 대용량 광 기록기

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DVD의 경우 기존 방송에 

적합하도록 화질과 용량 등의 사양을 결정했으나 고

화질 TV(HDTV) 시대에는 보다 고화질, 대용량의 

광 기록기술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기술개발

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에서는 DVD

보다 화질이 뛰어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안에 DVD의 규격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밝혀지면 

21세기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차

세대 DVD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

가 뒤에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DVD 타이틀을 볼 수 

있는 하드웨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시장 저변

확대와 주 수요층이 특정계층에 한정돼 있는 문제점 

극복과 이를 위한 마케팅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DVD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홍보와 국내외 수요파악

을 통한 전략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하

드웨어업체와 소프웨어업체간의 역할분담과 시장조

성을 위해 대기업과 기술기반 능력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과의 합작투자의 형식을 통한 협력이 필요

하다. 넷째, 프레싱 업체들의 과잉투자도 경계의 대

상이 되고 있다. 현재 6개의 프레싱 업체들(인포디

스크코리아는 미국에서 생산설비 도입으로 곧 전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제외)은 월평균 600만 

장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서 제작되는 DVD 타이틀의 수요는 월평균 10만 장

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적정한 프레싱 

수요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투자손실과 질 낮은 

DVD 타이틀 프레싱 생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

섯째, DVD에 있어 주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DVD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핵심

기술 확보 없이는 선진국의 기술에 예속될 수 있다

는 우려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결하고 

국내 DVD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하드웨어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간의 역할분담

과 양질의 타이틀 생산, 인프라 수요의 조기구축 등 

선결과제들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시장확대의 기반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11]. 또한, DVD 시장 저변 확대를 통한 업계

와 정부의 공동 마케팅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지속적인 기술시장 동향 파악과 DVD 특허에 관

해 협상창구로 DVD 포럼을 활용하여, 특허보유 기

업들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협상전략, 차세대 DVD 표준규격 

개발 및 획득한 특허의 크로스 라이센싱 등으로 이

러한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다[12]. 또한 DVD와 관련한 산업의 지적재산보호

는 DVD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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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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