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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ITU-T SG13에서 진행중인 N-스크린 서비스 표

준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N-스크린은 연결성, 이동성, 통합성

의 세가지 특성을 갖는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소비환경을 말

한다. N-스크린 서비스는 OSMU (One Source Multi Use), 

Handover, Collaboration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OSMU

는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이며, 

Handover는 한 단말에서 보던 콘텐츠를 다른 단말로 이어보는 

서비스 형태이고, Collaboration은 서로 다른 단말상에서 서로 

다른 콘텐츠가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Ⅰ. 서 론

N-스크린은 방송서비스의 융합이 가져온 통합성

(integration), 모바일 디바이스가 촉발한 이동성(portability), 

광대역 양방향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연결성(connectivity)라는 

세가지 특성을 가지는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소비환경으로 특

징 지워질 수 있다.

N-스크린은 아래의 예와 같이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 사용자가 선택한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N-Screen)에서 자

유롭게 사용하는 서비스

• 여러 개의 화면(스크린)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 각각의 디지털 기기의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익숙한 경험과 

데이터가 하나처럼 공유되는 환경

• TV, PC, 모바일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콘텐츠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 여러 개의 스크린을 고려한 서비스 또는 기술 전략

• TV, PC, Mobile Device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seamless하게 공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크린 확

장 개념의 서비스

• 다양한 스마트 기기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콘텐츠 및 융합

서비스를 최적의 스크린을 통해 인간 중심으로 편리하게 제

공하는 서비스

•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련된 정보를 단말 특성에 맞도록 제

공하여 끊김없이 (seamless) 사용할 수 있고, 콘텐츠 내

용에 따른 단말간 상호연동 기능을 지원하여 인터렉티브

(interactive)한 사용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N-스크린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 

다종 유무선 단말 간의 콘텐츠 공유로써, 서로 다른 성능 요소

(스크린사이즈, CPU속도, 메모리, 코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속도 등)를 가진 유무선 단말 간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

는 서비스이다. 현재 다수의 업체에서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이

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동적 코덱 변환 등의 기술적인 이슈 

들이 있다. 이 방식은 OSMU(One source multi use)로 불리우

며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이

용할 수 있는 것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소비형태

의 스팩트럼을 넓히게 된다.

OSMU와 대비되는 용어로 ASMD (Adaptive Source Multi 

그림 1. N-스크린 분류1: OS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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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가 있으며, ASMD는 동일한 콘텐츠가 아니라 기기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V 

뉴스를 제공하면서 어려운 용어들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

해 안내해 주는 것이라든가, 드라마를 보면서 등장인물이 착용

한 운동화나 시계 등을 아이패드로 검색하는 것,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TV 리모콘으로 이용하는 것도 ASMD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OSMU 중심의 N스크린 시장이 일부 형성되

어 왔지만, 향후에는 OSMU 시장 자체도 확대되고, ASMD가 

새로운 차별화 시장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1]. ASMD는 N-스크린 서비스 분류 중 세번째인 협

력모델(Collaboration)에 해당한다.

N-스크린 서비스 분류 두번째는 단말 간의 이동성 제공 N-

스크린 서비스로서 한 단말에서 자신이 보던 콘텐츠를 다른 단

말로 이어보기를 하는 서비스이다. 이의 기술적인 해결을 위하

여 프로파일을 이용한 서비스 이동성 및 프로토콜 확장을 통한 

네트워크 이동성 기술이 있다.

셋째, 다양한 단말 간 서로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연동형으로 

제공해주는 협력 (Collaboration) 모델로, 예를 들어 TV를 통하

여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특정 장면과 연관된 정보나 광고가 패

드나 스마트폰에 연동하여 표시되는 서비스이다. 이 방식은 연

동을 위한 동기화 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로서 <그림 3>

과 같이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좌확장 또

는 우확장의 영상을 시청하거나 경기장 날씨정보, 위치정보 등

의 부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전술한 ASMD 경우의 예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그

림 4>의 서비스는 세 명의 시청자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

로 각자 TV 시청을 하면서 각자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현재 TV

에 방영중인 콘텐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이다. 시

청자 A는 현 콘텐츠와 다른 앵글로 촬영된 화면을 보고 있으

며, 시청자 B는 관련 뉴스를, 시청자 C는 관련 앨범을 보고 있

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시청자들은 각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의 화면을 공유하기로 하고 각자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터치하

여 각자의 화면을 TV로 전송하며, TV는 원래 화면이 줄어들고 

시청자 A,B,C로부터의 화면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표시된다. 본 

서비스는 TV 및 시청자 A, B, C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콘텐츠

가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하나의 전체 서비스를 이루고 있

으며, 어디에 표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화면에 맞추어 적응적으

로 콘텐츠의 표현 방식이 변화하는 전형적인 ASMD 서비스의 

경우로 볼수 있다.

N-스크린 기술은 AT&T에서 TV, PC, Mobile 디바이스를 인

터넷으로 연결해 콘텐츠를 동기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3-스크린’서비스를 시작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단말기 사양, 

콘텐츠 확보, 스토리지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화 되지 못하다가 

스마트 폰 시장 성장, 클라우드 컴퓨팅 본격화 및 스마트 TV 개

발 등 통신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서비스 환경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2].

 N-스크린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 및 플

랫폼사업자, 기기제조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통신사업자인 AT&T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해 개별 디바이스와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인 컴캐스트, CBS등은 기존의 사업 모델을 

그림 2. N-스크린 분류2: Handover 혹은 Shift

그림 3. N-스크린 분류3: Collaborative

그림 4. N-Screen ASM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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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 TV-PC 연계 강화 및 결합 서비스를 고객 이탈 

방지에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및 플랫폼사업자인 야후, 마이크

로소프트 등은 PC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Mobile TV영역

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기제조업체인 애플, 소니, 삼성전자 등

은 다양한 하드웨어 연계 서비스 전략을 가지고 있다[3][4][5].

2011년 ITU-T SG13에서는 광대역 모바일 융합 서비스 시나

리오 (Y.sof, Service Scenario over FMC) 기술이 국제표준

화 되었다. 본 권고안은 광대역망, 무선랜(WiFi)과 모바일(3G, 

WiMAX/WiBro) 등을 이용하는 다양한 단말간에 끊김 없는 모

바일 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분석 모델을 적용해 세부 

서비스 절차를 규정했다. 본 표준은 사용자, 단말, 네트워크, 콘

텐츠 및 서비스의 5가지 주요 요소의 특징 요소(Key Features) 

추출과 이의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유무선 단말이 다

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융합서비스

의 통합 서비스 시나리오 모델을 제시하여 N-스크린 서비스 시

나리오 기술에 적합하다.

본 고에서는 Y.sof에 대한 소개와 그 표준 서술 방식에 따라 

기술된 세 가지의 N-스크린 서비스 시나리오 분류 예시를 다루

며, 관련 국내외 표준화 동향 및 기술에 대하여 다룬다.

Ⅱ. 플랫폼 형태에 따른 N-스크린 분류

N-스크린 서비스는 플랫폼 형태에 따라 단일플랫폼 서비스, 

디바이스간 콘텐츠 공유 서비스, 독립형 서비스, Hybrid형 서

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플랫폼 서비스는 하나의 N-스크린 서비스 플랫폼을 통

하여 TV, PC, Mobile 디바이스에 동일한 콘텐츠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프랑스의 Orange사는 “Content Anywhere”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 영화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

을 체결하고“Cinema Serie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바이스간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콘텐츠를 획득하는 서비스

나 플랫폼에 무관하게 획득된 콘텐츠를 디바이스간 공유를 통

해 N-스크린을 구현한다. Sony사는 DLNA 기술을 탑재하여 

집안 어디서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

현하고 있다.

독립 형 서비스는 한 사업자가 각각 별도의 서비스 플랫폼

을 가지고 별도의 콘텐츠를 여러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것이다. 

Verizon사는 자사의 IPTV서비스를 PC와 Mobile 디바이스로 

확장하여 서비스하는 “All in On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ybrid형 서비스에서는 플랫폼을 통합하고, 디바이스간 네트

워킹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N-스크린을 지원하는 것

이 가능하다. AT&T사는 자사의 IPTV서비스의 PC 버전 시스

템을 구축하여 YouTube처럼 웹 기반의 동영상 콘텐츠를 스트

리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G 기반의 Mobile TV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PTV 서비스에 Wi-Fi를 이용하

여 Mobile 디바이스로 접속하는 서비스를 구현 중이다[3].

Ⅲ. 광대역 모바일 융합서비스 시나리오 

기술 표준화

1. 개요 및 범위

차세대 광대역 망(NGN)을 사용하는 주요한 이점 중에 하나

는 IPTV와 같은 이동성 유무선 융합서비스의 지원이다. 2011년 

1월 ITU-T 미래네트워크 스터디그룹(SG13)회의에서 “광대역 

모바일 융합 서비스 시나리오” 기술이 국제표준화 되었다. 한국

이 주도한 “광대역 모바일 융합 서비스 시나리오 (Y.Suppl.14, 

service scenarios over FMC)”[4] 는  광대역망, 무선랜(WiFi)

과 모바일(3G, WiMAX/WiBro)와 같은 단말간에 끊김 없는 

(Seamless) 모바일 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분석모델을 

적용하여 세부 서비스 절차를 규정하였다. 본 표준에 적용한 기

능 분석모델은 사용자, 단말, 네트워크, 컨텐트 및 서비스의 5

가지 주요 요소의 특징(Key features)을 추출하여 이의 연관 관

계 분석을 통하여 통합 서비스 시나리오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에 따른 광고서비스 및 IPTV서비스 절차를 규정하였다. 본 권

고안은 2009년 9월에 표준개발을 시작하여, 2011년 1월 회의에

서 표준권고안을 최종승인 받았다.

본 표준안은 광대역 모바일 융합서비스에 대한 기능 분석을 

통하여 모빌리티와 융합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기술방식

의 표준화에 대한 것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광대역 모바일 융합서비스의 “기능 분석 모델” 및 “특징 요

소”

•연관관계 분석으로 통한 통합 서비스 시나리오 모델

• 본 표준의 서비스 서술 방식을 이용하여 기술된 디지털싸인

그림 5. 플랫폼 형태에 따른 N-스크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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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타겟광고, IPTV 등의 서비스 시나리오

FMC 환경은 N-스크린에서 이야기하는 환경과 유사한 것으

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스크린(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

하다.

2. 주요 특징 요소 분류

상기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는 모빌리티 관리와 융합서

비스를 위한 주요 요소는 여러 요소에 따른 차별화된 특성으로 

분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이루는 주요 특징 요소

를 기능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 Person (End User):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위치를 

기반으로 “Same location”, “Change location으로 특징요

소를 분류한다.

• Terminal: 단말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면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 동작하며 그 행동에 따라 단말의 능력이 결정

된다. <그림 6>에서 보면 세가지 경우로 단말의 능력이 변

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다. 첫번째 경우는 

사용자가 집에서 고화질 IPTV를 보다가 회사에 가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자는 보던 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 단말로 

이어보기를 원한다. 이 경우 단말의 능력은 single-mode 

고정망의 TV에서 dual-mode, WiFi 망의 모바일폰으로 바

뀐다. 두번째 경우는 사용자가 위치를 집에서 회사로 변경

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연속성을 위하여 단말의 능력이 네트

워크 측면에서 WiFi에서 Mobile로 바뀐다. 세번째 경우는 

사용자가 위치를 회사에서 학교로 옮기는 경우로 이 경우 

단말의 능력 변화는 없다. 따라서 단말은 그 능력을 기반으

로 “Same capability”, “Different capability”로 분류된다.

• Network: 액세스망의 특징은 기술 기반으로 고정, 모바일, 

무선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망의 능력은 각 망에 따라 제

공할 수 있는 bandwidth가 변한다. 코어망은 사용자가 어

떠한 액세스 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코어망은 “Same capability”, “Different capability”로 

분류된다.

• Content: 콘텐츠의 특징은 변환 QoS 파라미터, 인코딩 

코덱, 해상도(CIF, SD, HD)나 프레임 수 등의 질적 요소

(Quality)가 변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로 결정된다.

• Service: 서비스는 형태에 따라 단일서비스와 융합서비스

로 분류된다. 단일서비스의 개방형 API와 이의 메쉬업에 

의하여 융합서비스가 생성, 제공된다. 

상기 요소들은 통합 기능분석 구성모델로 <그림 12>과 같이 

표현된다. 본 모델에서 사람은 자신의 단말을 동일한 위치나 변

경된 위치에서 사용하며, 단말은 사용 형태에 따라 그 능력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망의 지원 능력 또한 변경된다. 단말의 능

그림 6. 단말 사용 방식에 따른 사용자 행동 패턴

그림 7. Features of Person

그림 8. Features of Terminal

그림 10. Features of Content

그림 11. Features of service

그림 9. Features of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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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변경은 콘텐츠의 질적요소의 변경을 초래한다. 서비스는 어

떤 형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순서비스 또는 융합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포괄하는 

통합 시나리오 모델이 <그림 13>에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사용하는 단말을 

바꾸는 경우로서 IPTV를 통하여 방송을 보다가 태블릿으로 변

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단말과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보면 

IPTV에서는 고정망을 사용하고 태블릿에서는 모바일로 받는 

경우로 시나리오 시나리오 B에 해당한다. 단말의 해상도가 달

라지므로 콘텐츠의 질적요소가 바뀌는 시나리오 b에 해당하며 

서비스는 단일서비스이므로 I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개별 서비

스 기술 시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통합 시나리오 모델과 매핑시

킬 수 있는 구조이다. 

국외에서는 Use Cases and Service Scenarios의 명칭으

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여러 서비스 요소들에 대한 정의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별도로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

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NGN의 이용 사례를 권고안 표준이나 

supplementary 표준으로 개발하여 산업체나 이용자가 NGN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네트워크 및 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

공 전략 측면에서 NGN 서비스의 구축 방안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Ⅳ. N-스크린 서비스 분류별 표준화 기술

1장에 서술한 바와 같이 N-스크린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번째가 OSMU 형식으로 하나의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둘째가 단말 간 서비스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셋째가 단말 간 서로 다른 콘텐츠 

및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로 간 협업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별 N-스크린 서비스 및 Usecase에 대한 표준화가 ITU-T 

SG13, Q24, 2011년7월 interim meeting에서 시작되었다. 이

중 OSMU 유형의 N-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시나리오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①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TV(단

말 A)를 통하여 보고 있다. 사용자는 동일한 콘텐츠를 랩

탑(단말 B)과 모바일폰(단말 C)을 통해서도 보기 원한다

②   사용자는 단말의 메뉴를 통하여 단말 B에서도 콘텐츠 시청

을 요청한다.

③   사용자의 요청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어 기능을 통

하여 제공 콘텐츠의 단말의 능력에 맞는 변환 등을 거쳐 사

용자에게 제공될 준비를 한다.

④   서비스가 제공 되어져야 할 단말에 맞춘 콘텐츠가 사용자

에게 전송된다.

상기의 시나리오는 FMC 통합 시나리오 모델 <그림 13>과 매

그림 12. 통합 기능분석 구성 모델

그림 13. FMC 통합 시나리오 모델

그림 14. N-스크린 OSMU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15. N-스크린 OSMU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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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되어 아래와 같이 표준화 문서에 기술된다. 

• N-Screen case I(OSMU)  Scenario 1: FMC Scenario I, 

a, A, ①

• N-Screen case I(OSMU)  Scenario 2: FMC Scenario ①, 

B

• N-Screen case I(OSMU)  Scenario 3: FMC Scenario ⓑ, 

ⓒ

• N-Screen case I(OSMU)  Scenario 4: FMC Scenario B, 

ⓑ, e, 2, 3,

두번째 형식인 단말 간 서비스 이동성에대한 서비스 시나리오

는 아래와 같다.

①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TV(단

말 A)를 통하여 거실에서 보고 있다. 

②   사용자가 거실에서 방 A로 옮기면서 그 방에 있는 랩탑(단

말B)을 통하여 TV로 보던 콘텐츠를 이어서 보고 싶어 한

다.

③   랩탑(단말B)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일한 콘텐츠 이어보기

를 요청한다.

④   단말 B의 요청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어 기능을 통

하여 제공 콘텐츠의 단말 능력에 맞는 변환 등을 거쳐 제공

될 준비를 한다. 

⑤   단말 B를 통하여 단말 A에서 보던 콘텐츠가 이어보기로 사

용자에게 전송된다.

⑥   서용자가 방 B로 옮길 경우에도 상기 순서를 따라 단말 C

에게 이어보기로 제공된다.

N-스크린 서비스의 세번째 경우인 협력 (Collaboration) 모

델은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모바일 타겟 광고 등

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N-스크린 협력모델: 모바일 타겟광고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금까지의 광

고 기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광고 미디어를 전송

해 왔다. 위치기반 선택형 광고 기술은 사용자 위치, 프로파일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관심을 갖을 만한 광고를 제공하

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시청 중인 TV 콘텐츠에 노출된 상품에 관심을 갖고 

해당 상품 관련 광고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

자의 위치, 성별, 나이, 선호도, 구매 내역 등의 사용자 프로파

일 정보와 현재 TV 콘텐츠가 재생되고 있는 단말의 화면 크기, 

네트워크 종류, 하드웨어 자원 등의 단말 프로파일 정보와 TV 

콘텐츠 장르, 제작자, 배우, 언어 등의 콘텐츠 프로파일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 가장 적합한 광고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

다. 그에 따라 동일한 TV 콘텐츠를 보고 있지만 사용자별 다른 

광고 미디어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미

디어에 추가로 부가 서비스를 융합할 수 있다. 광고 미디어는 

TV 단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개인 휴대 단말로도 전송될 수 

있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TV, 휴대 단말 등 다종 단말 멀티 커

넥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8>는 이의 서비스 시나리오이다

1)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제공자의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하

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단말 A를 통해 

TV 콘텐츠를 시청중에 있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유선, 무선, 

모바일 등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

그림 16. N-스크린 단말간 이동성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17. N-스크린 환경의 광고 기술

그림 18. N-스크린 환경의 광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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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서비스 제공자간 서비스 세션을 설정한 후, 서비스 제

공자의 콘텐츠 전달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요청된 TV 콘텐

츠가 전송된다.

2)   사용자는 TV 콘텐츠를 시청하며 스마트폰과 같은 또 다른 

개인 단말 B, C 등을 통해 광고를 전송받을 수 있다. 사용자

가 보유한 각각의 단말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어 기능

을 통해 선택형 광고 서비스 시작을 요청한다. 서비스 제어 

기능은 사용자가 보유한 단말 중 광고를 전송할 단말을 선택

한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응용 기능은 사용자에게 적합한 광고 미디어

를 보유한 콘텐츠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 콘텐츠를 요청한다.

4)   경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응용 기능은 해당 광고 미디어

에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여 융합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전달 기능은 응용 기능을 통해 광고 

미디어를 전송받아 저장한다.

6)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전달 기능은 저장한 광고 미디어를 

네트워크 제공자의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 단

말 B, C 등으로 전송한다. 이때, 사용자는 단말 A를 통해 재

생중인 TV 콘텐츠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전달

된 광고 미디어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프로파일, 단말 

프로파일, 콘텐츠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선택된다.

2. N-스크린 협력모델: 모바일 EPG

IPTV나 스마트TV의 경우 EPG (Electronic Programming 

Guide) 형태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보통 TV 스크

린의 실시간 콘텐츠 상에 오버레이 형태로 표시된다. 

모바일 EPG는 별도의 모바일 단말 상으로 EPG를 분리시킨 

모델로서 기존 모델의 콘텐츠를 가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바

일 단말상의 EPG를 기존 모델과 다르게 interactive하게 구성

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0>은 이의 서비스 시나리오이다.

1)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제공자의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하

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단말 A를 통해 

TV 콘텐츠를 시청중에 있다. 사용자는 모바일 단말을 가지

고 있으며 모바일 단말은 현재 콘텐츠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

는 앱을 가지고 있다.

2)   사용자는 현재 IPTV에서 방영중인 콘텐츠들의 리스트 및 정

보를 보기 원하여 단말 B의 앱을 수행한다.

3)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그램 리스트 및 콘텐츠의 정보 등을 단

말 B로 전송한다. 

4)   단말 B는 전송받은 정보를 표시하며 사용자는 제공된 정보

를 보고 다른 채널을 선택한다.

5)   서비스 제공자는 선택된 채널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단말 A

로 전송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수행한다.

3. N-스크린 협력모델: ASMD

<그림 4>에 설명된 ASMD형태의 서비스는 N-스크린 분류 

세번째 경우인 협력모델 (Collaboration)의 대표적인 서비스 예

시이다.

<그림 21>은 이의 서비스 시나리오이다.

1)   사용자 1, 2, 3는 단말 A(Big-screen TV)를 통해 야구 경기

를 보고 있다.

그림 19. N-스크린 Mobile EPG 서비스

그림 20. N-스크린 Mobile EPG 서비스시나리오

그림 21. N-스크린 ASMD 서비스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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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1은 단말 B를 통해 야구경기의 다른 화면을 선택해 

보고 있으며 사용자 2는 단말 C를 통해 야구경기 관련 뉴스

를 보고 있으며, 사용자 3은 단말 D를 통하여 현재 경기 관

련 통계정보를 보고 있다.

3)   사용자 1, 2, 3는 단말 B, C, D를 통하여 각자 보고 있는 콘

텐츠를 같이 보기로 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한다.

4)   서비스 제공자는 단말 B, C, D의 콘텐츠를 단말 A의 콘텐츠

와 화면조합을 하고 단말 A를 통하여 표시한다.

Ⅴ. 클라우드 기반 N-스크린 서비스

N-스크린 서비스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모바일 단말

을 통해 사진, 동영상 공유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상업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저장 용량이 충분하지 못한 모바일 단말의 단점 보완 및 콘텐

츠 공유의 편이성 향상을 위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이용 등 

클라우드 기술이 활발히 접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찍으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되어 TV 등에서 재생할 수 있는 서

비스와 PC 등의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동기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단말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다.

특히 N-Screen OSMU 서비스의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콘텐츠를 제공받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코덱 

변환 등의 작업을 지원 가능하다.

클라우드를 이용한 N-screen 서비스는 가족, 친구 등으로 그 

공유 범위를 손쉽게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2>은 클라우드 기반 N-스크린 OSMU 서비스의 시나

리오이다.

1)   사용자는 단말 A를 통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2)   사용자는 집의 단말 A를 통해 보고 있는 콘텐츠를 단말 B로 

옮겨 커피숍에 가서 계속 이용하기를 원한다.

3)   단말 B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N-스크린 서비스를 요청한다.

4)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서비스를 통하여 단말 A를 통해 

이용중인 콘텐츠를 단말 B에 적합하도록 변환 요청한다.

5)   서비스 제공자는 단말 B에 적합하게 생성된 콘텐츠를 단말 

B에 전송한다.

6)   사용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단말 C를 이용하여 단말 B

에서 이용하던 콘텐츠를 연속하여 이용하기 원할 때 상기 절

차자 반복된다.

Ⅵ. 결 론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중요한 키워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과 소셜TV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융합 기술로서 급성장하

고 있으며 가상화, 원격 스토리지 등의 기술을 통해 홈 내 정보 

동기화, 동적 자원 할당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N-스

크린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우선 스

마트 단말간에 미디어 콘텐츠의 Seamless한 이용 및 저장 환경

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크린 대상으로 미디어 서비스의 

클라우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 스크린으로 시공간 제

약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시청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의 IPTV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단말로 언제 어디서

나 자유롭게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 스크린 환경의 미

디어 공유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N-스크린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는 소셜TV 와의 접목이 중요하다. 

소셜TV 는 SNS를 기반으로 TV 콘텐츠에 대한 댓글, 의견 공유 그림 22. 클라우드기반N-스크린 서비스

그림 23. 클라우드기반N-스크린 OSMU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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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로그램 추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단 방향 TV

를 양방향 서비스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N-스크린 서비스 제공시 상황인식 기술과 접목하여 제

공하는 부분도 기술적 및 상업적 전망이 있다. <그림 24>은 이

의 한 예시이다.

현재 N-스크린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는 화면을 가진 단말을 

주로 언급하나 IoT(Internet of Things)와의 접목을 통하여 디

바이스의 종류를 확장하면 현재보다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이 예상된다.

N-스크린의 표준화는 ITU-T Q1/SG13을 통하여 서비스 시

나리오 및 유스케이스의 표준화가 구조 및 클라우드 접목성 부

분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N-스크린 서비스 표준화 현황을 ITU-T SG13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스마트폰의 늦은 도입으

로 모바일 생태계의 구축이 지연되어 양방향서비스 및 융합콘

텐츠 산업에서 외국 기업에 뒤진 경험을 교훈삼아, 스마트TV의 

킬러서비스인 N-스크린 서비스에 있어서 표준화, 핵심기술개

발 및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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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상황인식 기반 N-스크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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