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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HbbTV는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의 약자로서 기존 방송

과 함께 브로드밴드(Broadband) 웹 콘텐츠를 거실에 있는 TV 화면

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송하여 보여 주고, 사용자와 상호 작용 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표준이다. HbbTV 표준은 소수

의 새로운 기술 요소만 새로 도입하여 표준을 만들고, 대부분 이미

존재하고 검증된 특정 표준을 그대로 재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발

비용 및 특히 적시 출시(time-to-market)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HbbTV는 EBU “hybrid broadcast/broadband systems”의 요구 조

건을 완전히 만족하는 표준이 되었다.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은 단순히 망의 개념을 뛰어 넘어, 다

양한 장르의 수 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써, 고유한 또 하나의 매스 미디어 매체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 단계 진화하여 Internet + TV 융합

의 신개념 미디어 매체가 이미 태동하여 시작하였

고, 이는 수많은 웹(web) 콘텐츠의 진화에 의해 더

욱 더 발전하고 있다. 실제 웹(web) 콘텐츠는 PC환

경보다 TV환경에서 더욱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터넷(internet)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웹(web) 콘텐츠(contents)는 원래 TV를 위

하여 제작된 콘텐츠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전 업체들은 하이브리드(hybrid) 텔레

비전, 혹은 셋톱박스(set-top box)를 제공하여, 기

존 방송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연결을 통한 부가 서

비스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시청 가능하도록 노력

하여 왔다. 실제 가전 업체의 이런 시도는 10년 전

에 시작된 개념으로, 지금까지 인터넷 대중화, 전반

적인 인터넷 속도 향상,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본격적인 시장 형성을 기다려

왔다.

그리고, 이제 가전 업체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꼭 있어야 할 제품군중의 하나이며, 주요 대형 방

30

스마트TV

□ 손희탄 / 휴맥스

HBB TV

특집

02본본:02본본  11. 4. 5.  본본 12:59  Page 30



2011년 3월   31

HBB TV 31

송사의 캐치업 TV(Catch-up TV) 그리고 특히

YouTube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 기

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가전의 진화

가 불행하게도, 방송국의 이해 관계와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즉, 방송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

문을 갖게 되었다.

“방송사들의 전유물이었던 TV를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하게 된다면, 방송사들에게

무엇이 기회이고 무엇이 위협적인 요소인가? 그리

고, 방송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이에 따라 EBU는 이런 종류의 이슈에 대하여 연

구하였고, 하이브리드 시스템[1]에 대한 요구 사항

을 명문화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HbbTV를 만들

게 되었다.

Ⅱ. HbbTV 표준의 기술적 분석

1. HbbTV의 필요성 고려

최신 출시된 HDTV의 해상도는 모든 웹(web) 서

비스들을 보여주기에 이론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

나, PC가 아닌 TV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1) TV는 대부분 마루에 위치하여, 사용자와 화면

과의 거리가, 바로 앞에 있는 PC에 비해 상당

히 멀다. 따라서, 해상도는 같더라도, 글씨 크

기나, 여러 가지 그림 구성이 PC에 비해 사용

자에게 명확하지 않다.

2) 웹(Web) 서비스는 PC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

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TV의 리모

콘을 사용하여 동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3) TV에 사용하는 칼라 스키마(Color schema)는

PC와 같지 않아서,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사

용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4) TV의 중앙처리장치 프로세싱 능력, 메모리 크

기 등의 하드웨어 자원이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크게 발전하였으나, PC의 그것과는 여전

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TV상의 웹서핑은 여전

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전히 웹 서비

스의 TV에 맞는 재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초기의 하이브리드 기기를 통한 방송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

출되었다.

1) 각 하이브리드 기기의 제조 업체들은 자기 자

신들의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브라우저에서 제

공하는 표준 또한 부분적이고 각각 업체마다

그 적용이 달랐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모든 하

이브리드 기기에서 동작하는 웹 서비스를 제작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2) 각 하이브리드 기기의 웹 포탈은 각 제조업체가

제작하였고 방송국에서 자신의 웹 포탈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3) 기존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서비스를 동시

에 제공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

다. 따라서, TV를 보면서 방송국의 인터넷 서

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의 개념

이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슈를 제거하고자, 하이브리

드 텔레비전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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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는 다음의 목표로 진행되었다.

1) 특정 가전 제조업체나 방송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를 재사

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표준화된 HTML에

기반을 둔 표준이어야 한다.

2) 가능한 최대의 이익 창출과 적시 출시를 위하

여, 기존 표준을 최대한 재 사용한다.

3) 최소한의 기능적인 부분만을 표준으로 명시하여,

기존의 하드웨어 플랫폼에 쉽게 적용되도록 한다.

4) 모든 방송 송출 시스템과 모든 인터넷 기술의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5)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서비스

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존 아날로그 텔레텍스트 서비스를 HD에 맞

게 지원한다

7)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방송 서

비스의 오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8) 라디오 서비스에도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가

능하도록 한다.

2. HbbTV 표준의 구성

<그림 1>과 같이, HbbTV 표준의 구성은 서론에

서 기술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기술

과 대부분의 기존에 검증된 표준(OIPF, CEA,

DVB)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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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bTV는 새로운 표준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검증

된 표준을 개발 비용과 적시 출시에 초점을 두어 조

합하여 만든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CE-HTML

CE-HTML[2]은 HbbTV를 위한 핵심 브라우저

기능에 대한 표준이다. CE-HTML은 W3C 웹 표준

에 기반을 두어, 가전기기를 위한 HTML의 확장 프

로파일이라 할 수 있다. 

CE-HTML은 XHTML 1.0, DOM 2, CSS TV

profile 1.0 및 JAVA script for on-demand

media 를 채용하며, 다음과 같은 image format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한다.

또한, TV 리모콘(remote control)의 key code 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 TV 리모콘(remote control)

과 TV상의 웹 어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을 연

결해 준다.

마지막으로, CE-HTML은 on-demand 비디오

매체에 대한 Java Video 제어 API 를 표준으로 정

의하고 있고, 이를 HbbTV가 채용하였다.

CE-HTML은 XMLhttpRequest object를 지원함

에 따라,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기존의 web

2.0 HTML과 매우 흡사한 HTML 어플리케이션 설

계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HbbTV는 기존의

존재하는 웹 노하우, 기술, 경험을 그대로 이용 가

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한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비

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4. OIPF(Open IPTV Forum) [3]

CE-HTML은 DVB 관련 인터페이스(interface)

가 없기 때문에, 이는 OIPF 표준을 채용하였다. 이

부분의 보기를 들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튜닝(채

널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now/ next

info, EPG gathering, PVR timer list 등의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OIPF는 TV 화면과 HTML page간의 조합에

대한 중요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도 포함한다.

5. DVB signaling

HbbTV 표준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도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Broadcast-specific

Graphics

Sysem,

Video and

Audio

System Format

AVC_SD_25
AVC_HD_25

HEAAC
E-AC3(see note)

video/mpeg

video/mp4HEAAC
E-AC3(see note)

AVC_SD_25
AVC_HD_25

Video Format Audio Format MME Type

Pure audio

Appropriate specification for

each market where the

terminals are to be deployed

Appropriate specification for

each market where the

terminals are to be deployed

Image Format MIME Type

JPEG

GIF

Image/jpeg

image/gif

Broadband-specific

PNG image/png

NOTE : Terminals shall support E-AC3 for the broadband channel when it is supported for the
broadcast channel. Otherwise it is not included.

Audio Format MIME Type

MPEG1_L3

HEAAC

audio/mpeg

audio/mp4

TS

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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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련 DVB 표준을 채용하였다. 또한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시키기 위한 브라우저 범위

밖의 DVB 관련 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

됨에 따라 HbbTV는 DVB 표준인 “Signaling and

carriage of interactive applications and services

in hybrid broadcast/broadband environments”

을 프로파일로 채택한다[4].

이 표준은 특정 서비스 상에서 실행되어야 할 어

플리케이션의 시그널링(signaling)의 방법을 정의

하는데, AIT(Application Information Table)와

PMT(Program Map Table)를 이용하여 해당 방법

을 정의하였다.

AIT는 해당 서비스상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어플리

케이션(application)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전송한다.

PMT는 각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한 AIT 플래그(flag)

및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서비스 전환 후 서비스에 해

당되어 실행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정보를 전송한다.

이는 AIT에 기술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은 실행

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오용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AIT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해당 표준은 DSM-CC object carousel을 지원하

여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DSM-CC stream

events를 정의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특정

stream event에 동기화 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정의

하고 있다.

6. HbbTV 표준 기술적 측면 정리

HbbTV 표준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기존 웹 기술(HTML, CSS, Java Script, DOM)을

<그림 2>

Legend

AIT Data
Stream Events
Application Data
Linear A/V Content
Non-Linear A/V Content
Other Data(e.g. Channel List)
Object Carousel

02본본:02본본  11. 4. 5.  본본 12:59  Page 34



2011년 3월   35

HBB TV 35

최대한 그대로 채용하여 HbbTV 표준에 적용함으로

써 현재의 웹 기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비용과 시장 적시 출시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1. Video Control API

2. Channel List 접근

3. 방송망 프로그램 튜닝

4. HTTP 및 RTSP를 통한 비디오 스트리밍

5. EIT 정보에 대한 접근

6. DSM-CC object carousel 및 event

streaming

7. Application signaling & lifecycle 모델

8. PVR 기능

9. 미디어 다운로드

와 같은 방송 및 인터넷 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하여, CE-HTML, OIPF, DVB 스펙을 이용하고,

이러한 기존 표준 규격에서 포함하지 않는 최소한

의 새로운 표준만을 생성 적용하여 탄생한 표준이

라 할 것이다.

<그림 2>는 HbbTV 표준의 기능적 요소를 도식

한 것이다.

Ⅲ. HbbTV의 사용자 시나리오 분석

<그림 3>으로 HbbTV의 시나리오의 한 예를 설명

할 수 있다. HbbTV의 경계선 없는(seamless) 하이

브리드 서비스는 방송 시청 단계, 방송과 관계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계, 그리고 방송과 관계없이 독립

적인 어플리케이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원

으로 둘러 쌓인 TXT, Red button, Portal은 모두

리모콘 키의 한 예로서, CE-HTML 표준에 명시되

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표로 도식하였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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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리모콘을 이용하여 채널 전환을 할 수

있고, 채널 전환을 하였을 때, AIT를 수신하고 해석

하여, 전환된 채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어플리케

이션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AUTOSTART 속성

을 갖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RED Button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위의 예에서 보면 프로그램1, 프

로그램4, 프로그램6에 AUTOSTART 속성을 갖는

어플리케이션이 AIT에 정보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RED Button을 누르게 되면 그

에 해당하는 URL로 연결이 된다. 이와 같은 어플

리케이션은 방송과 관계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며,

Portal 키를 누르면 Portal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

어 나타나는데, 이는 방송과 관계 없는 독립적인 어

플리케이션이 된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방송과

관계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연결이 될 수도 있

고, 방송과 관계 없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연결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현재 독일의 ZDF에서 방송하는 AIT를 분

석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온다.

#####################################

AP_WebMgr_ProcessAIT

#####################################

##################### 0 #######################

name=ZDF start

description = index.php

type=1

usage_type = 0

version=5.0.7f

control_code =1

uri=http://itv.mit-xperts.com/zdfstart/index.php

organisation_id = 1

package_id = 1

priority = 5

group = 0

Button Key event Status Usage

TEXT or TXT or Not avilable to applications Mandatory Launches the digitl teletext application and/or the 
comparable button standard teletext

Red colour button VK_RED Mandatory Usually displays or hides a broadcast-related 
autostart application

3 additional colour VK_GREEN, VK_YELLOW, Mandatory Variable usage as defined by the application

buttons(green,yellow,blue) VK_BLUE

4 arrow buttons(up, down, left, VK_UP, VK_DOWN, Mandatory Variable usage as defined by the application
right) VK_LEFT, VK_RIGHT (typically focus movement or navigation through lists)

ENTER or OK: button VK_ENTER Mandatory Variable usage as defined by the application
(typically selection of focused interaction elements
or confirmation of requested actions)

BACK button VK_BACK Mandatory Variable usage as defined by the application
(typically going back one step in the application flow)

Numeric keys VK_0 to VK_9 Mandatory

Play, Stop, Pause VK_STOP, VK_PLAY, VK_PAUSE Mandatory
(or VK_PLAY_PAUSE)

Fast forward and fast rewind VK_FAST_FWD, VK_REWIND Mandatory

2 program selection buttons Not available to applications Optional If available, selects the next or previous broadcast
(e.g.P+ and P-) service in the internal channel list which may lead

to the termination of the running application

WEBTV or comparable button Not available to applications Optional If available, opens a menu providing access to 
broadcast-independent applications

EXIT or TV or comparable Not available to applications Optional If available, terminates a running application and 
button returns to last selected broadca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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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_launchable = 1

is_sotrable = 1

storage_priority = 1

uri_prefix=http://itv.mit-xperts.com/zdfstart/

is_service_bound = 0

##################################################

##################### 1 ###########################

name=ZDF mediathek

description = index.php

type=1

usage_type = 0

version=5.0.7f

control_code = 2

uri=http://itv.mit-xperts.com/zdfmediathek/index.php

organisation_id = 1

package_id = 2

priority = 5

group = 0

is_launchable = 1

is_sotrable = 1

storage_priority = 1

uri_prefix=http://itv.mit-xperts.com/zdfmediathek/

is_service_bound = 0

##################################################

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두 가지의 방송과 관계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며, 그 이름과, 속성

및 URL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플리케이션인 ZDF mediathek이 실행되

어 보이는 화면을 <그림 4>로 나타내었다. 

Ⅳ. HbbTV의 개발과 테스트

HbbTV의 기존 웹 기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재

사용을 한다는 표준 철학은 기존 웹 서비스 개발 업

체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 및 TV서비스

로의 이식을 매우 쉽게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

존 web service가 HTML과 JavaScript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HbbTV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HbbTV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면, 기술 진입 장벽 없이 현재 각 업체의 노하우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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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를 충분히 이용하여 순식간의 확장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Operation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존하는

XML 데이터 공급과 웹 서버를 이용하여, PC와 TV

각각의 최적화된 방법으로, HbbTV는 선형 서비스

(linear service)와 비선형(Non-linear) 서비스의

경계선 없는(seamless) 차원이 다른 하이브리드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다

현재 HbbTV 표준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테스트

하기 위한, PC emulator tool 제작이 진행 중 이다.

실제 어플리케이션과 하이브리드 기기 간의 정합

성 테스트는 당분간 매우 중요하다. 제한된 하이브

리드 기기의 하드웨어 성능과 업체 마다 다를 수 있

는 하드웨어 및 브라우저의 의존성은 실질적으로

당분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IRT에

서는 2009년 11월에 HbbTV 정합성 테스트 워크숍

(workshop)을 주관하였다. 처음 워크숍에서 20개

의 브라우저, STB/TV set, 어플리케이션 제작 업

체들이 참여하여, 참가한 업체들의 긍정적인 반응

과 서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터전

을 마련하였다. 현재 해당 워크숍은 주기적으로

IRT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또한,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HbbTV 라

이브 위성 방송이 IRT에 의해 제작되어 전송 중이

고, 이는 17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참여

하여 만들어 졌으며, 이를 통하여, 각각의 제조업체

들은 application life cycle 등의 기본 HbbTV기능

을 테스트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2009년 HbbTV의 표준화 설립을 시작한 이후,

2009년 11월에 ETSI에 표준으로 의뢰하였고, 곧

ETSI TS 102 796이라는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유수 업체의

확실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욱 빠른 시간 안에 표

준이 될 수 있었다.

HbbTV는 프랑스와 독일 주도하에 범 유럽에 사

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가장 실용화

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공영 및

대표 민영 방송사인 ARD, ZDF, RTL 그리고

Pro7Sat1 모두 HbbTV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그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bbTV의 철학인 기존의

기술 표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 비용 및 기간을

줄이고, 시장 적시 출시로 현재 많은 TV 포탈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기존의 YouTube, Wikipedia,

Flicker 등의 서비스가 쉽게 TV로 이식 되고 있다.

HbbTV의 이런 장점으로 인하여 동유럽 및 심지

어 중동의 방송사들도 HbbTV에 관심을 가지고 준

비하고 있다. 또한 주요 TV, 셋톱박스 업체들이 이

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방송사도 미들웨어를 도

입하여 비선형 서비스(non-linear service)를 제공

하는 것에 비하여, HbbTV를 도입하는 것이 진입장

벽도 낮고, 개발 비용 및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표

준이라는 이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과 시장에서 융합 방송의 요구가 점

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HbbTV의 표준으로서의 안

착 및 관련된 사업 기회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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