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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REAM IS ON AIR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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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캐스트는 케이블TV, IPTV의 수신에 필요한 셋탑박스(STB)에 내장되는 미들웨어 등의 

S/W(소프트웨어) 일체를 개발/공급하는 양방향 디지털 방송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 방식의 미들웨어 상용화(DVB-MHP, OCAP, ACAP)에 성공 하였으며, 데이터방송 서비

스 저작도구, 데이터 방송 서비스, 서버 시스템, TV수신기(STB) 미들웨어에 이르는 데이터방송  

토털(End-to-End)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1위의 양방향 데이터방송 전문 기업입니다. 

1. 회사 소개 [알티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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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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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영역 

4 

미들웨어 

미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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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매출성장세 

4. 매출 및 수익 

4-2. 수익구조 

 517  

 625  
 653  

'10 '11 '12 '13

(단위: 억원)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STB 제조사  PayTV 

로열티 기반  
안정적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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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력 -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해외 

국내 

(단위: 건) 

7 
29 49 61 74 

111 
164 

227 

293 
329 343 358 

388 

4 
12 15 25 32 

64 

91 
106 

123 127 133 

출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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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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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력 –  

M/S CAS 

IPTV 62% 

위성 
100% 

Nagra 

케이블 
21% 

케이블
23% 

NDS 

케이블 
17% 

케이블 
10% 

NDS 

IPTV 22% 디지캡 

IPTV 16% 
코어 

트러스트 

송출 
시스템 

리턴 
패스 

Appl 
미들 
웨어 

에어코드 TV스톰 

에어코드  Google 

'10 '11 '12 '13E '14E '15E

디지털 IPTV 

디지털 위성 

디지털 케이블 

아날로그 케이블 

/디지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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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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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우 (보상체계) 

ALTICAST 전 임직원은 성과주의에 근거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 등의 금전

적인 요소 외에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업

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Benefit을 

확충하고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Great  Work  Place 지향) 

6. 처우/복지/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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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휴양지 콘도 운영 
 

 사외 외국어교육 지원 
 

 동호회 지원 
 

 직원 휴게시설 
 

 사택(기숙사) 지원 
 

 직무발명제도 
 

 회사위치 및 근무환경 

 
▶ 주택 전세/매매 및 해외주재 시 자금(최대 3천만원)지원 
 
▶ 유치원부터 대학교(의대 포함)까지 자녀 전원 학자금 지원 
 
▶ 대명/한화 리조트 회원권 보유 
 
▶ 외국어학습 교육비 지원 
 
▶ 축구, 야구, 볼링, 탁구, Wine, 골프, 여행, 학습(app개발) 
 
▶ 카페 룸(각 층), 남/여 휴게실(안마의자, 수면시설 비치) 
 
▶ 지방 거주자 우선(미혼자 대상) 
 
▶ 특허, 실용신안에 획득에 따른 포상 
 
▶ 강남역에 위치, 쾌적한 근무공간(약 9.5㎡/인) 

6-1. 복리후생/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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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우호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즐거운 회사 생활을 추구합니다. 

세계 최초(국제 표준방식의 STB미들웨어 상용화)의  

성과를 일궈낸 만큼, 사회기여 및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부심과 개인의 직무에 대한 전문가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로 회사와 개인 생활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와 구성원간의 신뢰구축과 Interactive 

Communication을 위해 정기, 비정기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비전과 가치  

제시를 통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6-2. 조직문화 (회사 분위기) 

Pride 

Respec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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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개발 전문가 

디지털방송기술 SW분야의 Specialist로써 아키텍처 설계, 시스템 개발,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활동/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미디어/방송 분야의 기술 발전 및 시장확대에 따라  

무한한 개인성장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해외주재원 

세계최초로 표준 디지털 방송기술을 상용화하여 전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등의 유명 방송사업자와 비즈니스를 위한 해외 근무와 경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국, 독일, 폴란드, 대만 등) 

• Project Manager 

디지털방송산업의 특성상 해당 기술지식 및 경력보유자의 수요가 높고 가치가 매우 중요시되므

로, 전문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관련 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7. Career Vision (경력개발 기회와 개인발전의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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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 영역 

 미들웨어 및 플랫폼 솔루션 
 

시청자가 다양한 경로로 편안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게 다양한 하드웨어에 통일된 플랫폼과 다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DVB-MHP 

 • OCAP(tru2way), ACAP(IPTV) 

 • 웹 미들웨어 등 

 콘텐츠 보호 및 암호화 솔루션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DRM)을 제공하여 무단 사용을 차단하고,  

특정 대상자(유료가입자)에게만 서비스를 시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CAS)을 제공 합니다.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서비스 고도화 솔루션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들을  

제공합니다. 

 

 • 시청률 조사 시스템 

 • 통합UI 시스템 및 솔루션  

 • 초고속 채널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솔루션 

 송출 시스템 솔루션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위한 정보 송출 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정보송출시스템 

 • 데이터방송 송출 시스템 

 • Unicasting Syste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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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 영역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방송 관련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CAS / DRM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및 품질관리 

UI/UX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