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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인터넷 망을 통하여 TV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 받으며 TV2.0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IPTV는 TV와 친숙한 장년층 등 넓은 고

객을 상으로 양방향으로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면 UI는 서비스의 유연한 확장  다양한 

비즈니스와의 연동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IPTV 사업

자들이 제공하는 화면 UI를 시청자 에서 분석하여 활용하기 쉬운 서비스 환경이 되도록 UI를 설

계하고 이  향후 가장 큰 성장성이 상되는 데이터방송에 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1. 서론 

  통 으로 TV는  연령층이 이용하는 단방향 방송채

 시청만을 한 단말이었다. 하지만 고속 인터넷의 보

과 디지털 방송의 발 은 서비스간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 고, 이에 따라 IPTV, DMB 등 새로운 뉴미디어 서비

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 고, 1995년 이블방송 서비스를 시작

한 이래로, 디지털 성방송, 성DMB, 지상  DMB 등 

다양한 뉴미디어 서비스를 상용화 하 으나, 인터넷과 방

송의 장 을 모두 살려 폭 넓은 상에게 양방향, 맞춤형, 

번들링, 부가 서비스가 가능한 IPTV 서비스는 아직 방송

통신융합기구 개편 논의와 맞물려 법제정비가 계속 지연

되고 있어 실시간 방송은 제외한 채 서비스 되고 있다.[1] 

하지만 기 IPTV 사업자들은 서비스 사용성 증 라는 

측면에서 시청자들의 편의성에 을 맞춘 화면 UI를 지

속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 IPTV 사업자들의 서비스 황을 알

아보고,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분석하여, 시청

자들의 사용성 편의에 을 맞춰 화면 UI를 설계하고, 

이를 데이터방송에 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IPTV 서비스 황

  해외에서는 2000년  반부터 IPTV가 서비스되기 시

작하여 40여개국에서 200여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비 에 있고,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입자가 속히 늘어나고 있다.[2]  

구분 주요 사업자 황(국가,서비스명)

아시아

 KT(한국, Mega TV), 하나로텔 콤(한국, 

하나 TV), PCCW(홍콩, Now Broadband TV), 

BB Cable (일본, BBTV), KDDI(일본, Fiber Plus 

TV), Chung-hwa Telecom( 만, MOD Service)

북미

 Surewest(미국, Digital TV), Verizon(미국, 

Fios TV), AT&T(미국, U-Verse), SaskTel 

(캐나다, Max TV) 

유럽

 Kingston( 국, KIT), BT( 국,BT Vision), 

VideoNetworks( 국, Home Choice), 

Telefonica(스페인,Imagenio), France Telecom 

( 랑스, Maligne TV), Free( 랑스, FreeBox 

TV), FastWeb(이탈리아, FastWebTV), Telecom- 

Italia(이탈리아, Alice Home TV)

<표 1> 국내외 IPTV 사업자 황

2.2 IPTV 시스템  서비스의 이해

  미디어 랫폼은 시청자의 서비스 이용정보와 시스템 로

그정보를 활용하여 컨텐츠를 수신, 가공(압축/암호화), 송

출  각종 부가 서비스룰 구 하는 기반이며, 미디어네트

워크는 미디어 센터와 STB간의 신뢰성 있는 컨텐츠를 

달하는 기반으로 가입자망 측면에서 ADSL, VDS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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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PTV 제공 서비스 형태 

100Mbps  이상의 역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입자망 

단계로  세계 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3] 

(그림 1) IPTV 시스템의 컨텐츠 송 개념도
 

  IPTV 서비스 구 에 해서는 다양한 근 방식이 있

고, ITU-T, ATIS, CableLabs, DVB, ETSI, ISMA, 

DLNA, DSL Forum 등의 표 화 단체가 기술표 을 제정

하고 있으나 몇가지 측면에서 공통 인 특성을 가진다. 

IPTV 서비스는 리되는 서비스(managed service)로서, 

QoE(Qual -ity of Experience)로 표되는 시청자 측면에

서의 품질이 리되며, 제공되는 각종 컨텐츠에 한 지  

재산권 이 보호되면서, 시청자의 권한에 따라 서비스되고 

이에 따른 과 이 가능한 서비스이다.[4] 

2.3 데이터방송의 이해

  IPTV는 (그림2)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로그

램과 련된 각종 정보  기상, 뉴스, 교통 등의 생활정

보는 물론, 로그램과 련이 없는 인터넷이나 e-mail, 

자상거래 등을 데이터방송의 형태로 제공한다. 한 여

러 방송 로그램에 양방향성이 결합하여 미디어 경험을 

지속 으로 향상시키며, 화면 한편에서는 상 스트림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양방향  컨텐츠를 연동형과 

독립형으로 제공한다.[5]

2.4 TV화면의 인터페이스 요소

  TV화면은 좌에서 우로 수평 이동하면서 주사화면을 구

성하여, 화면의 크기와 상 없이 일정한 주사수를 제공하

며, RGB의 작은 이 모여 하나의 화상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화면을 TV시청자는 한 시청거리를 두고 시청하

며, 작은 이미지나 자를 높은 해상도에서 표 하더라도 

형 TV화면을 PC모니터처럼 가까이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TV화면의 상이 만들어지는 3가지 특수

한 상황으로 인하여 화면디자인 작업시 방해요소가 나타

나며, 이로 인해 PC상에서 작업한 데이터들이 TV화면에

서 나타날 때 화질차이를 극복하기 해 텍스트, 칼라, 인

터랙션을 참조한 이아웃으로 화면요소를 분석하고,[6] 

이를 통해 기존 방송에는 없었던 메뉴의 선택과 네비게이

션 하는 방법을 IPTV 방송 화면에 구성한다.

(그림 3) IPTV 서비스 메인 화면(1) (출처. KT)

(그림 4) IPTV 서비스 메인 화면(2) (출처. KT)

2.5 화면 UI 설계시 고려사항

① 일 된 네비게이션 스타일

  각 단계별 화면을 네비게이션 할 때 동일한 인터 션 

방식을 취해 첫 화면에서 학습된 조작 방식을 그 다음 화

면부터는 새로운 학습 없이 동일하게 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상  메뉴 는 최  메뉴로의 이동의 간편성

  이런 동일한 기능이 모든 화면에서 같은 치  같은 

조작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자주 사용하는 메뉴의 별도 단축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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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방송의 공지화면을 활용한 UI 

  화면 내 메뉴 컬러와 리모컨 버튼 컬러를 동일하게 하

여 시각 으로 직 이게 연결해 주는 것은 시청자 사용

성을 높일 수 있고, 메뉴에 번호를 부여하여 리모컨의 숫

자키로 네비게이션 하는 방법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리모컨과의 인터페이스

  TV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리모컨만을 사

용하므로, 리모컨에 한 사용 편의성이 체 서비스의 사

용성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상하키와 좌우키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매우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일 성을 유지해서 사용자의 학습시간 

단축과 이용 편의성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⑤ GUI 요소

  TV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 TV의 종류에 따라, 심지어

는 제작 랜드에 따라 화면에 보여 지는 역이 다르기 

때문에 화면에 따른 정확한 ‘Safe Area’를 측정해야 하고, 

작은 화면에서 많은 정보를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

독성이 고려된 최 의 폰트를 제작해야 하며, 다른 매체보

다 사용자가 머무는 시간이 많고 상의 연령층이 다양하

다는 을 고려해 에 피로가 없도록 최 의 화면배색이 

요구된다.

3. 데이터방송 심의 IPTV 서비스 화면 UI 설계

3.1 시청자의 요구사항 

  IPTV의 시청자는 단순 시청형 방송 서비스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 하는 정보선택형, 정보맞춤형 서비스를 거쳐 

방송의 제작과 송에 직  참여하는 정보창조형 방송 서

비스를 요구할 것으로 망되며,[7] 이를 반 하여 부분

의 사람들에게 친숙함과 신뢰감을 주고 특별한 교육이 필

요하지 않을 만큼 익숙한 화면UI의 설계도 요구될 것이

다.

3.2 공지화면을 활용한 데이터방송 UI 설계

  IPTV 방송은 시청자가 의사를 표 하는 방법으로 부

분 리모컨을 사용하고 있다. 리모컨은 특수기능을 보유한 

몇 개의 버튼을 추가함으로써 화면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IPTV 서비스

가 본격 으로 활성화되어 많은 컨텐츠를 서비스하게 된

다면 지 의 몇 개의 특수버튼  재의 화면 UI로는 한

계가 있을 것이다. 

  리모컨과 TV화면의 4가지 버튼 색상( ,황, ,녹) 사용

은 데이터방송의 표 이다.[8] 그러나 풍부한 컨텐츠의 편

리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해 리모컨의 번호 버튼별

(0~9)로 색깔을 추가로 정의하여 TV화면상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 등에 해 다양한 정보를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제공하고, 조작 편의성을 증 시켜 시청

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킨다. 특히 방향키 활용을 감소시

키는 인터페이스 방향으로 구 되어, 원터치 메뉴  실행

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 시켜 궁극 으

로 서비스 사업자 측면에서는 시청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

의 제공과 T-Commerce를 통해 매출증 로 이어지고, 시

청자 측면에서는 편리하고 쉬운 인터페이스의 IPTV 서비

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의 취득과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6) 리모컨 버튼을 고려한 화면 이아웃

4. 결론  향후과제

  IT 시장조사기 인 Infonetics Research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계 IPTV 시장은 2009년에 440억 달러 규모

로 성장할 것으로 망 다. 한, IPTV 서비스 가입자

도 53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상했다.[9] 

  IPTV 서비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기존 DSL  

이블 서비스 사업자들을 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

고, 2009년에는 450억 달러로 증가할 망이다. 서비스 공

업체는 IP DSLAM, 라우터, 스 치 등의 기  하드웨어 

인 라와 VoD 서버, 인코더 등을 심으로 투자하고 있지

만 서비스의 활성화와 사용성 증 라는 측면에서 EPG(

자 로그램가이드)를 심으로 화면 UI에도 집 인 개

발 투자를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  추세에 맞춰 IPTV 사업자가 

다양한 컨텐츠를 시청자 심으로 서비스하기 해 고려

해야 할 인터페이스 요소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일

부 데이터방송의 화면 UI를 제시하 다. 다만, 폭넓은 인

터페이스 요소를 모두 감안하는 데 한계가 있어 TV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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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연구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청자가 원

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

고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시청

자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면 IPTV의 화는 불가

능할 것이다. IPTV에 한 거부감을 없애고 다양한 서비

스들을 시청자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를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양용석, “해외 IPTV 서비스 동향”, 한국소 트웨어진

흥원 SW Insight 정책리포트 제22호 06. 2007

[2] 김유석, “해외 IPTV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개요”,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9권 4호 03. 2007

[3] 김성진, 박석천 “IPTV 랫폼 기술  동향”, 정보처

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pp 11-19, 03. 2007

[4] 심재철, “IPTV 망 구조  진화 모델”, 정보처리학회

지 제14권 제2호 pp 28-35, 03. 2007

[5] 원성구, “디지털 CATV T-Commerce시스템 구축  

활성화 방안”, 서울산업 학교 산업 학원 석사학  

논문, 07. 2005

[6] 김동원,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한 화면 디자인 연

구”, 국민 학교 테크노디자인 문 학원 석사학  논

문, 06. 2001

[7] 오지희, “디지털 양방향 방송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 

를 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요소에 한 연구”, 정보

처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 733-736, 05. 2006

[8] 김신헌, “데이터방송과 T-Commerce 컨텐츠에 한 

연구”, 시각디자인학연구 제15호 pp 72-82, 02. 2004

[9] http://www.yeskisti.net/yesKISTI/InfoSearch/Search 

Result 05.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