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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스마트TV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의 이용이 급격히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미디어 산업이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방송망과 인터넷을 결합한 스마트

TV의 도입으로 멀티플랫폼을 이용하여 융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미디어 기술이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미디어 기술은 방송망, 인터넷, 모바일망 등

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을 이용하여 콘텐츠 생성, 전달, 소

비의 모든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중요한 기술이다.

본고에서는 하이브리드 미디어 기술의 개념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하이브리드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서비

스에 대해 설명한다. 

Ⅰ. 서 론

스마트미디어의 활성화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이며, 각 분야의 서비스 영역이 결합되거나 융합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방송과 통신의 융합, 통신과 컴

퓨팅의 융합, 방송ㆍ통신ㆍ컴퓨팅의 융합에 의해 다양한 서비

스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의

해 IPTV 서비스가 탄생되었으며, 통신과 컴퓨팅의 융합에 의해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서비스가 도입되어 점점 확산되고 있다

[1][2].

방송ㆍ통신ㆍ컴퓨팅의 융합에 의한 대표적인 서비스는 스마

트TV라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TV는 기술적 진화 외에도 멀티

미디어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환경의 변화를 새롭게 만들어 내

고 있다. 스마트TV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

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전업체, 통신사업자, 방송

사, 인터넷 포털사업자, IPTV사업자 등이 그들의 입장에서 바

라보는 상황에 따라 조금은 상이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스마트TV가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

며,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1][3].

그러나, 스마트TV에 대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개념 및 

정의는 <그림 1>과 같이 “디지털 TV에 운영체계 및 웹 브라우

저 등의 SW플랫폼을 탑재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실시

간 방송 시청뿐만 아니라 VOD, 게임, 검색, 소셜미디어 등을 

편리하고, 쉬운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TV”라는 

것이다[1][4][5].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TV가 방송망과 인터넷을 

함께 수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서비스 플

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기술이 부

각될 것이다. 현재의 스마트TV는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가 각각 독립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 방송망과 인터넷

을 동시에 이용하는 미디어 서비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에는 방송망, 인터넷, 모바일망 등 다양한 서

비스 플랫폼을 연동하거나 결합한 상황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미디어가 중요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하이브리드 미디어의 개념 및 의미를 살펴

보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하이브리드 미디어 개념 및 의미

하이브리드 미디어는 방송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

램과 이에 연관된 메타데이터 정보를 동시에 송출하고, 인터넷

이나 모바일망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하여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콘텐츠를 전달받아 단말에서 방송 프로그램과 동기화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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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TV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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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의미하며, <그림 2>

는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방송사는 기존 방송 서비스 규격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메타데이터 정보를 동시에 송출한다. 방송사에서 제

공하는 메타데이터의 연동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측에 

전달하게 되면 이 연동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

(CP : Content Provider)가 필요한 추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러한 CP들의 콘텐츠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망 

등을 통하여 전달받고 이를 방송망으로부터 제공된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기존 방송 환경에서 제공받던 콘텐츠 정보

에 추가적인 정보를 받게 됨으로써 더 풍부하고, 더 이용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 환경에서는 방송

망으로 100이라는 정보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었다면 하이브

리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하여 120 또는 130, 그 이상의 콘텐츠

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를 확장하면 방송망으

로 좌영상(100의정보)을 보내고, 인터넷을 통하여 우영상(100

의 정보)을 보내면 이용자는 3D방송(200의 정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방송망으로 밥을 보내고, 이 밥

을 이용한 요리방법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 주면 인

터넷 서버에는 김, 국, 카레, 나물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CP가 

발굴되고, 이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밥과 김을 이용하여 김밥을, 

또는 국밥, 카레밥, 비빔밥 등을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함

으로써 개인맞춤형 미디어 서비스도 가능한 강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방송망을 통

한 SD급 콘텐츠를 HD급 콘텐츠로, HD급 콘텐츠를 Full-HD

급 콘텐츠로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MMS(multi-Mode Service)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새

로운 응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Ⅲ. 하이브리드 미디어 응용서비스

1. 증강방송 서비스[6][7]

방송에 증강현실을 접목시킨 신개념 증강방송 서비스는 하이

브리드 망을 기반으로 양방향 실감형, 몰입형 증강 콘텐츠를 방

송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TV 및 이용자의 스마트기

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현실감 및 몰입감을 향상시

키며,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증강방송 서비스의 제어는 <그림 5>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기

반으로 이루어지며, 저작도구를 통해 생성되는 메타데이터에는 

증강 콘텐츠의 표현 위치 및 방법, 증강 콘텐츠의 타입 및 속성, 

다운로드 정보, 센서 정보, 방송 콘텐츠와 증강 콘텐츠의 동기

화 정보 등이 포함된다[1].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재다중화기를 

통해 증강방송 서비스 유형, 메타데이터 타입 및 길이 정보 등

이 정의된 증강방송 시그널링 규격에 따라 MPEG-2 TS로 다

중화된다. 

그림 2.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 개념도

그림 3.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 예

그림 4. 증강방송 시스템 구성도

그림 5.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개념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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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방송 서비스 플랫폼은 수신 신호를 기반으로 TVCT 

(Terrestrial Virtual Channel Table) 섹션 및 PMT(Program 

Map Table) 내 증강방송 프로그램 서술자(Augmented 

Broadcasting Descriptor)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의 추출 및 

파싱, 콘텐츠 서버로부터의 증강 콘텐츠 다운로드, 증강 콘텐

츠에 대한 동기화 및 렌더링, 증강 콘텐츠 UI 및 인포테인먼트 

장치와의 인터렉션 처리 등을 수행한다. 이 때 방송 프로그램

과 증강 콘텐츠 간 동기화를 위해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의 시

작 PCR (Program Clock Reference) 값은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packet을 통해 전송된다. 수신된 시작 

PCR 값과 메타데이터에 기술된 증강 콘텐츠 표현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활성화 DTS (Decoding Time Stamp)를 계산한 후, 

STC(System Time Clock)을 기반으로 동기화를 수행한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강방송 서비스의 유형은 다양

하다. 양방향 증강방송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된 증

강 콘텐츠를 방송 화면 위에 오버레이하고, 스마트패드를 이용

한 증강 콘텐츠 제어 및 추가 정보 제공은 물론 이용자 인터렉

션 처리가 가능하다. 방송 콘텐츠 내용에 맞춰 개인 혹은 그룹

에게 특정 증강 메시지 혹은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타깃팅 증강

방송 서비스는 방송 콘텐츠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된 정

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실 세계에 존재하는 장치(키봇)와

의 연동이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증강방송 서비스는 방송 콘텐

츠의 내용 흐름에 따라 이에 맞는 증강 콘텐츠(오디오 및 동작 

정보, 센서정보 등)를 인포테인먼트 장치에 전달함으로써 시청

자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할 수 있다. 

방송사는 증강방송 서비스를 통해 3rd Party 콘텐츠/서비스 

공급자와 협업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개방형 협업 시스템 조성

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CP(Content 

Provider)들이 방송사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

부가가치 신규 서비스 창출 및 관련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 

또한 시청자에게는 증강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 및 제어권을 제

공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만족도 및 몰입도를 강

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하이브리드 광고 서비스

기존의 IPTV/DCATV 등 양방향TV의 등장과 함께 시청자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데이터방송 기반의 양방향광고가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광고유형으로 대두되었으나, 양방향광고의 

서비스 결과 실제 시청자가 양방향 광고를 이용하는 비율은 5%

내외로 양방향광고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

이러한 양방향성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

장 큰 원인은 TV의 본연의 기능은 프로그램 시청에 대한 TV 이

용자에 대한 시청몰입도의 방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뉴

미디어 방송매체의 양방향성을 효과적으로 광고서비스에 접목

하기 위한 서비스 및 기술은 스마트TV/connected TV등 하이

브리드 미디어환경의 도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

존 실시간 방송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전후 및 중간광고로 방

송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의 비디오형 광고가 주요한 형태이

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을 통해 시청자단의 정보의 수집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도, 

TV 시청 방해를 최소화하는 하이브리드 광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ETRI는 하이브리드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연동 기능을 활

용하여 광고의 효율성 및 노출기회를 확대하고, 시청자에게는 

시청방해를 최소화하면서, 광고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하

이브리드 광고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하이브리드 광고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기존의 실시간 방송 스트림에 하이

브리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전송하기 위한 실시간 방송 송출단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그림 6. 증강방송 서비스 예

(a)	양방향	증강방송	서비스

(b)	타깃팅	증강방송	서비스

(c)	인포테인먼트	증강방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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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광고서버, 시청자인식서버 및 광

고소비단말로 구성된다.

하이브리드 광고 서비스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과 시간적

으로 동기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부가 광고 콘텐츠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방송 스트림에 부가 광

고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실시간 방

송 송출단에서는 기존의 방송 스트림 내에 인터넷 부가 광고 

콘텐츠에 대한 위치정보와 시간적 동기화 정보로 구성되는 하

이브리드 광고 메타데이터를 프로그램 재다중화기를 통해 스

트림을 생성하고, 이를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송출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또한 재다중화 시 해당 프로그램 스트림에 하

이브리드 광고 메타데이터가 존재 한다는 시그널링 정보를 

MPEG-2 P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 테이블 내의 

PMT(Program Map Table)에 기술하여 전송한다. 광고소비단

말에서는 수신된 메타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광고

서버에 광고 콘텐츠 정보를 요청한다.

하이브리드 광고서버는 TV를 통해 수신되는 방송 콘텐츠 이

외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 멀티미디어 광고 요소를 관

리하는 광고 콘텐츠 관리부와,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별로 표출 

시점과 표출 광고를 선택하는 서비스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광

고 소비 단말은 스마트 TV화면을 통해 광고 요소들을 표출하고 

광고 전용 윈도우 관리를 담당하는 동적 광고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한다. 광고소비단말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 TV용 

STB를 기반으로 한다.

하이브리드 광고 시스템은 시청자 인식을 통한 식별 정보를 

활용하여 광고주가 원하는 시청 타깃에게 시청자가 원할만한 

광고를 제공한다. 시청자가 리모컨을 눌러 인식 이벤트를 발생

시키면 동적광고 에이전트는 시청자인식 라이브러리를 호출하

고 현재 시청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시청자 식별 정보를 리턴 받

는다. 

시청자 인식은 STB에 연결된 USB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시청

자의 얼굴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8>과 같이 시

청자 인식 과정은 연산량이 많은 얼굴인식을 단독으로 처리하

기에는 스마트STB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자 인식 단말과 

서버로 나누어서 수행된다[8]. 

시청자인식 단말은 인식 이벤트를 받는 즉시 카메라 이미지

를 획득하여 사전에 등록된 배경 영상과 차영상 처리를 통해 시

청자 영역 부분만을 남긴다. 시청자 영역 중에서도 얼굴 영역

을 추출하기 위해서 피부색 색상 필터링 및 보정 작업을 수행 

한 후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 이진화된 이미지를 시청자 

인식 서버단으로 전송한다. 시청자인식 서버는 시청자인식 단

말로부터 수신한 얼굴 영역 후보 이미지로부터 Adaboost 알고

리즘으로 얼굴을 검출한 후 얼굴 특징점 코드를 검출한 후 초기

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 코드와 MLBP (Multi-level 

Local Binary Pattern) 기법으로 비교하여 시청자가 누구인지

를 식별한다. 시청자 식별이 완료되면 시청자인식 단말로 식별

된 시청자 코드를 전송하고 시청자인식 단말은 동적광고 에이

전트로 이 값을 전달한다[9].

동적광고 에이전트는 수신한 시청자 식별코드를 이용하여 하

이브리드 광고서버에 시청자에 따라 사전 편성된 광고 콘텐츠

를 요청하고, 이를 수신하여 시청자에게 광고를 표출한다. 

앞에서 기술된 시청자 인식과 하이브리드 광고 서비스 기술

을 이용하여 <그림 9>와 같이 2가지 유형의 광고 서비스를 제

공한다. 첫 번째는 시청자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시청자를 

인식하여 해당 시청자에게 적합한 광고를 제공하는 맞춤형광고 

서비스이다. 시청자 인식 결과는 화면의 우측 상단의 시청자 인

식 상태 화면에 표출된다. 두 번째는 지상파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광고 서비스로 콘텐츠 내 특정 신을 구성

하는 배경이나 소품등과 연계된 광고나 콘텐츠에 삽입된 PPL

상품들을 연계한 방송 콘텐츠 내용 기반 광고 서비스이다. 또한 

방송 콘텐츠 내용 기반 광고를 활용하여 지상파 방송 중에 삽입

되는 전후 또는 중간 광고와 연계하여 광고중인 제품이나 브랜

드에 대한 지역 로컬 매장에 대한 정보를 연동하여 중소형 지역 

광고주들에게 TV 광고 기회를 제공하는 광고 콘텐츠 지향 광고 

그림 7. 하이브리드광고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그림 8. 시청자인식 기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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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가능하다.

상기 하이브리드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은 방송 콘텐츠

가 표출되는 TV 화면에 우측의 일부를 광고 영역으로 지정하여 

광고 아이콘들을 노출시킨다. 광고 아이콘들은 컨베이어 밸트

가 움직이듯 일정 주기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이동 한다. 시청

자가 관심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전용 

창으로 이동하여 광고 동영상이나 이미지, 텍스트, 지도, 주소, 

연락처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부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재생 

중이던 방송 콘텐츠는 광고 전용창 우측 하단에 축소된 영역에

서 계속 노출되며 해당 영역을 선택하면 다시 컨베이어 광고 창

이 포함된 방송 콘텐츠 재생 창으로 이동한다.

하이브리드광고 서비스는 기존의 실시간 방송과 인터넷 망을 

연동하여 시청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광고와 실시간 방송의 

내용에 관련된 부가적인 광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하이브리드 

미디어 환경에서의 광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3. 방송콘텐츠/웹 연동 미디어 서비스[10]

오늘날 방송과 통신 인프라가 융합되면서 이제 TV의 역할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방송 콘텐츠를 전달하는 

수동적인 디바이스에서 인터넷 풀 브라우징 및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발전하고 있다.

사용자의 TV 사용 행태가 과거 수동적인 형태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변함에 따라, 단순히 콘텐츠를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닌, 

시청 중인 콘텐츠에 연관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청자는 콘텐츠에 나타나는 장

소, 인물, 상품, 사건 등에 대해 상품 정보, 인물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부가정보 및 콘서트 티켓팅, 호텔 예약 등과 같은 연

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근 콘텐츠와 웹을 연동하여 융합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술들이 다양하게 연구/개발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콘텐츠에 출

현하는 인물,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단순한 정보 제

공 기능에 그치고 있다. <그림 10>이 이러한 방송콘텐츠/웹 연

동 융합 미디어 서비스의 개념을 보여준다. 

콘텐츠/웹 연동 미디어 서비스는 콘텐츠에 어노테이션된 메

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저작도구를 통해 생성되는 

메타데이터에는 전송을 위해 장면 또는 장면 내 객체 및 이벤트

에 대한 간단한 태그 정보만 포함된다. 이렇게 생성된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방송사를 통해 전송되고, STB또는 스마트TV에

서 메타데이터를 추출된다. 시스템은 추출된 메타데이터에 포

함된 태그를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시청자가 특정 태그를 선택

하면, 외부 콘텐츠/웹 연동 서버를 통해 복수의 웹서비스가 매

쉬업된 적절한 융합 미디어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

그림 11>이 이러한 시스템 동작 구조 및 구성을 개념적으로 보

여준다.

그림 9. 하이브리드 서비스 유형

그림 10. 콘텐츠/웹 연동 미디어 서비스 개념도

그림 11. 콘텐츠/웹 연동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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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연동 과정은, 단순한 콘텐츠 태그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청

자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연관 태스크를 추천하는 과정, 시청

자가 선택한 연관 태스크에 맞추어 다수의 웹서비스를 매쉬업

하는 과정, 매쉬업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의 스마트TV

에 렌더링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콘텐츠 태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시스템은 콘텐츠 내용 모델링 온톨로지 및 온톨

로지 기반 추론 엔진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남이섬’ 이라는 태

그가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경우, ‘남이섬’이 장소에 해당되고 특

히 유명한 관광지이며, 관광지는 여행, 캠핑과 관련된다는 의

미를 해석하고, 시청자가 최근 여행 또는 캠핑 관련 정보 검색 

이력이 있다는 상황을 기반으로 ‘여행계획 수립’ 이라는 태스크

가 시청자에게 추천된다. 시청자가 추천된 태스크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하면, 시스템은 지도 서비스, 주변 맛집, 주변 숙박, 근

처 관광지, 날씨, 추천 코스 등 다양한 여행 관련 정보 제공 웹

서비스를 매쉬업하여 시청자에게 콘텐츠와 함께 제공한다. <그

림 12>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현된 콘텐츠/웹 연동 

미디어 서비스의 예를 보여준다.

콘텐츠/웹 연동 미디어 서비스와 유사한 기존 기술이 시청중

인 콘텐츠에 대한 간단한 부가정보 (예, 인물 정보, 스포츠 경기

일 경우 경기 중인 팀의 기록 등)를 제공 해주는 것과 달리 [15], 

구현된 시스템은 현재 시청 중인 콘텐츠의 의미 적인 내용을 포

함하는 형태의 부가정보와 시청자의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

여, 시청 중인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콘텐츠에서 시청

자가 수행할 만한 태스크를 추론하여 추천해 주고, 해당 태스크

를 수행할 수 있는 매쉬업 서비스를 구성하여 제공한다. 즉, 시

청자는 위에서 설명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시청중인 콘텐츠

의 단순한 정보 이외에 시청중인 콘텐츠에 적합한 다양한 태스

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4. 멀티플랫폼 연동 미디어 전송 서비스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플랫폼연동 미디

어 전달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3>과 같다. 이는 방송망, 인

터넷, 모바일망 등 멀티플랫폼을 연동하여 방송 및 인터넷 콘텐

츠들을 전달하고 동기화하여 스마트TV에 멀티앵글뷰방송, 다

국어방송, 원격개인방송 서비스 등 다양한 고품질 미디어 응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장치

에서도 스마트TV연동 멀티스크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멀티플랫폼 연동 미디어 전달 시스템은 헤드엔드 측의 방송프

로그램 생성, 인터넷 콘텐츠와 연동을 위한 동기화 정보 등 메

타데이타 생성 및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실시간 방송 서버, 다

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생성하고 저장하며 관리하는 웹 서비스 

서버로 구성된다. 방송 서버와 웹 서비스 서버는 방송프로그램

과 인터넷 콘텐츠 간의 동기화를 위한 동기 정보를 송수신한다. 

사용자 측에는 방송 서비스 및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단말인 스마트TV와 스마트 장치가 위치한다. 스마

트TV와 스마트 장치 간에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킹 기능이 수행된다.

그림 12. 콘텐츠/웹 연동 미디어 서비스 예

(b)	연관	태스크	추천	화면

(a)	콘텐츠	부가정보	태그	표시	화면

(c)	웹서비스	매쉬업	화면

그림 13. 멀티플랫폼 연동 미디어 전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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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엔드 측의 서버와 사용자 측의 단말은 방송망, 인터넷, 

모바일망 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보유한다. 스마트TV는 방

송망을 통해 전달된 메타데이타를 분석, 이종 네트워크 별로 전

달된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를 동기화하여 방송과 인터넷을 결

합된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기화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4.1 멀티앵글뷰 방송 서비스

멀티앵글뷰 서비스는 방송망과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TV와 

스마트 기기 간의 융합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이다.

<그림 14>는 멀티앵글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

스 시나리오이다. 먼저 상호 다른 각도에 위치한 다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된 멀티앵글 콘텐츠를 인코딩 하고, 가변

적 인터넷 대역을 고려한 다해상도 멀티앵글 웹 콘텐츠를 생성

한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과 웹 콘텐츠와 동기화 정보 등 실시

간 부가 데이터를 삽입하여 방송망을 통해 콘텐츠를 송출하고,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기반 웹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인터넷 대역에 적응적으로 스트리밍한

다. 마지막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TV화면 상에 멀티앵

글뷰 방송 서비스가 가용함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리모콘 버

튼을 이용하여 스마트 장치를 통해 스마트TV 방송프로그램과 

동기화된 멀티앵글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는 스마

트 장치의 멀티앵글 중 특정 앵글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장치의 저품질 영상을 스마트TV의 대

화면에서 고품질로 시청 가능하다. 영상 음악 방송, 스포츠 중

계 방송, 골프 및 요가 등 학습 방송에 유용할 것이다.

멀티앵글뷰 방송 서비스는 첫째 이종 네트워크와 스마트 기

기 간에 NTP (Network Time Protocol) 기반 지연 시간 예측 

및 PTS (presentation time stamp) 예측 기반 콘텐츠 동기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서로 상이한 디바이스에서 인지할 수 없

는 정도의 지연으로 동일 각도의 영상의 시청이 가능하다. 둘째 

MPEG DASH 표준 규격의 적용이다. 이로써 가변적인 인터넷 

채널 대역에 적응적인 크기의 콘텐츠를 전달함으로써 끊김 없

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멀티 디코딩 기술이며, 

이를 통해 원하는 뷰 선택 시 재핑 지연을 최소화 함으로써 빠

른 속도로 채널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15>는 멀티앵글 뷰 서비스를 위한 헤드엔드와 단말 영

역으로 구분되는 서비스 구조이다. 방송 송출 서버는 멀티앵글 

서비스 알림 및 멀티앵글 MPD 파일 저장 위치를 포함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고 MPEG-2 TS로 송출한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버는 다양한 해상도와 다양한 시점을 서비

스할 수 있도록 DASH 기반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웹 전송 서버

에 생성된 콘텐츠와 MPD파일을 저장한다. 스마트TV는 방송망

으로 수신한 콘텐츠에서 멀티앵글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해석하

고 동기를 위한 현재PTS값을 호출하여 멀티스크린 스마트 기

기로 전달한다. 스마트기기는 스마트 TV에서 전달 받은 PTS와 

NTP을 이용하여 현재 재생할 시점의 PTS 값을 예측하여 인터

넷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호출하여 재생한다.

<표 1> 은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 기술을 개발 중인 일본 

NHK Hybridcast 시스템, 유럽 HBB TV 프로젝트와 ETRI 

BSMTV프로젝트를 기술적인 사양에 대한 비교표이다. 스마트 

장치 간 동기화 및 지연, 뷰 개수 및 적응적 전송 기술 측면에서 

BSMTV가 타 기관에 비해 동등 수준 혹은 기술적 선점 및 우위

그림 14. 멀티앵글뷰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15. 멀티앵글뷰 서비스 구조도

표 1. 멀티앵글뷰방송 기술적 사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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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고 있다[11][12].

4.2 다국어방송 서비스

다문화 가족이 스마트TV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우리

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이주민을 위해 모국어를 스마트 기기

를 통해 제공하는 다국어 오디오 방송 서비스이다.

스마트TV가 방송망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방

송망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다국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오디오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여 스마트TV의 방

송프로그램과 동기화하여 제공한다.

<그림 16>은 다국어방송의 서비스 시나리오이다. 첫째 사용

자가 방송망을 통해 전달된 방송 프로그램을 스마트TV로 시청

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수신된 다국어방송 서비스가 가용함

을 스마트TV 화면에서 표시된다. 셋째, 사용자는 청취를 원하

는 화면 상에 표시된 다국어를 선택한다. 넷째, 스마트TV는 선

택한 다국어 오디오를 헤드엔드에 위치한 멀티오디오 콘텐츠 

서버에 요청한다. 다섯째, 멀티오디오 요청을 수신한 서버는 이

를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TV로 전송하며 스마트TV는 자신의 영

상과 동기화된 다국어를 스마트 장치로 전송한다. 이로써 사용

자는 스마트TV의 영상과 동시에 스마트 장치를 통해 원하는 다

국어를 청취 가능하다.

다국어방송 서비스는 블루투스 혹은 와이파이 등 무선 연동 

방식이며, 국가별 다국어 오디오 생성 및 획득 기술, 메타데이

타 생성 및 송수신, 멀티플랫폼 연동 하이브리드 미디어 동기화 

기술, 멀티스크린 연동 동기화 및 재생 기술, 스마트 기기에서

의 다국어 앱 및 오디오 렌더링 기술 등 주된 기술을 통해 제공

된다.

<그림 17>은 다국어방송 서비스를 전송 시스템과 수신 시스

템으로 구성된 서비스 구조이다. 방송 송출 서버는 다국어 서비

스 알림 및 오디오 파일 저장 위치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생성

하고 방송망을 통해MPEG-2 TS로 송출한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버는 다국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성 및 저장하

며, 웹 전송 서버에서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TV에 HTTP로 스트

리밍 한다. 

스마트TV는 방송망으로 수신한 콘텐츠에서 다국어 서비스 메

타데이터를 해석하고 동기화를 수행한다. 다국어방송 서비스에

서 동기화는 스마트TV와 스마트 장치의 디바이스 간 동기화와 

콘텐츠 간 동기화 인 2단계로 수행된다. 스마트TV와 스마트기

기 간 동기화는 NTP을 채택하며, 콘텐츠 동기화는 실시간 방송

시스템의 서버와 방송망을 통해 스마트TV로 전달된 동기화 정

보인 시스템 타임을 이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TV는 콘텐

츠의 재생 시점 정보를 스마트 기기로 전달하고, 스마트 기기는 

이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및 단말 처리 지연시간을 반영한 인터

넷 콘텐츠의 재생 시점을 계산하여 동기화를 수행한다.

4.3 원격개인방송 서비스

개인원격방송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격지에서 LTE 모바일 네

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장치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자

신이 원하는 장면을 촬영한 개인 방송을 스마트TV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이다. 개인방송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TV와 네트워킹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원격개인방송 

서버에 등록함으로써 개인방송서비스 제공자로서 자격을 얻는

다. <그림 18>은 개인원격방송 서비스의 시나리오이다.

첫째, 스마트TV의 구성원은 LTE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장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개인 방송 영상을 촬

영하고, 이를 LTE 망을 통해 개인원격방송서버로 전송한다. 둘

째, 개인방송 관련 위치정보 등 메타데이타를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방송망을 통해 스마트TV로 전송한다. 셋째, 방송프로그램

의 시청과 동시에 스마트TV는 개인방송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

타를 해석함으로써 원격개인방송 서비스가 가용함을 스마트TV

화면상에 표시한다. 넷째, 사용자는 스마트TV리모콘을 이용하

여 서비스를 요청하면 스마트TV는 일반 방송과 연계되는 개인 

방송을 원격개인방송 서버에 요청한다. 다섯째, 원격개인방송

서버는 개인이 촬영한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TV로 전

송하여 방송프로그램 시청과 동시에 PIP(Picture In Picture)

그림 16. 다국어방송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17. 다국어방송 서비스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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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방송을 시청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댁내 스마트 장치와 

개인방송을 공유 가능하며 스마트TV와 연동되는 N-스크린 서

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9>는 원격지 개인방송 서비스 구조도 이다. 개인방송

촬영 기능 모듈은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

영하는 기능을 가지며, A/V Encoder 모듈은 촬영된 영상을 서

버에 전송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부호화 하는 기능을 가진다. 콘

텐츠 정보 관리 모듈은 촬영된 콘텐츠의 생성 시간, 장소, 사용

자 및 수신 사용자 등의 부가 정보를 관리한다. 실시간 전송 모

듈은 A/V Encoder 모듈이 부호화한 영상을 미디어 스트리밍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서버의 사용

자 정보 처리 기능 모듈은 스마트TV로부터 받은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방송을 촬영하는 사용자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콘텐츠 정

보 처리 기능 모듈은 개인 방송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된 개인 방송 콘텐츠를 관리한다. 검색 및 스트리밍 제어 

기능 모듈은 사용자 정보와 콘텐츠 정보를 이용하여 동영상 콘

텐츠의 검색하거나 스트리밍을 제어한다.

원격개인방송 서비스는 실시간 및 VOD 형태의 비실시간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실시간 서비스인 경우 현재 스마트TV를 

시청하는 가족 구성원 들을 원격지의 콘텐츠 생성자가 확인 가

능하여 시청 중인 가족 구성원 혹은 전체 가족을 지정하여 수신 

사용자로 선택하여 개인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비실시

간 서비스인 경우 스마트TV가 켜져 있지 않을 때 유용하며 개

인이 촬영한 개인 영상을 서버에 저장하여 추후 가족 구성원이 

방송 목록에서 표시되는 기 제작된 개인 방송 영상을 VOD 형

태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개인 영상을 댁내 스마트 장치

간에 밀어보기 기능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스마트 장치

를 사용하여 시청 가능하다.

Ⅲ. 결 론

본 고에서는 방송망, 인터넷, 모바일망 등 멀티플랫폼 환경에

서 콘텐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

비스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이브리드 미디어는 방송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과 이에 연관된 메타데이터 정

보를 동시에 송출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망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하여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콘텐츠를 전달받아 단말에서 방송 

프로그램과 동기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미디어 서

비스를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면 증강방송, 하이브리

드 광고, 멀티앵글 뷰, 다국어 방송, WSG(Wondering Scene 

Guide) 등과 같은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또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개인맞춤

형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여 진다. 

또한,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는 기존 방송 서비스와 호환

성을 유지하면서 제공되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청자에게는 보다 풍부하고, 유익한 TV 시청환경을 제

공하고, 방송사들에게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해준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제공

자가 나타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로 부각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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