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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B-NEXT 기술 동향과 전망 

요 약

HbbTV는 2009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 방

송연합(EBU)에 의해 인정받은 범 유럽 하이브리드 방송 브로

드 밴드의 표준 이다. 이후 HbbtTV컨소시엄은“HBBTV 1.5”규

격으로 까지 진화시켜 ETSI TS 102 796 표준으로 인정받게 되

었다.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등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 서비스

가 활발하며 유럽뿐 아니라 비 유럽 국가들도 기존 디지털 TV

의 보완 및 발전과 함꼐 HbbTV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EU FP7은 HBB-NEXT콘소시엄 통해

서 현재의 hbbTV를 발전시켜 차세대 HbbTV규격을 만들기 위

해“HBB-NEXT”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

는 범 유럽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의 주축이 될 

HBB-NEXT 규격의 진행상황, 구성, 주요 기술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서 향후 표준화 및 상용화 전망에 대해

서 알아본다.

Ⅰ. 서 론

인터넷이 방송과 미디어 소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

았고, 스마트폰을 통한 TV시청과 N스크린 등의 시청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채널 중심의 방송 영역

과 능동적 콘텐츠 소비행태를 보이는 인터넷 영역간에는 여

전히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줄이고 방송과 인

터넷을 TV에서 끊김없이(seamless) 서비스 해보자는 것이 

HbbTV(Hybrid Broadcast Broadband TV)의 기본적인 출발

점이다[1]. 이렇게 출발한 HbbTV는 방송과 인터넷을 하나의 화

면에서 접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TV 화면에서 방송 

콘텐츠와 함께 인터넷의 정보들을 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주로 실시간 방영중인 방송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방송 연동형 혹은 독립적인 Web Page형

태로 제공하여 방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서비스

였다. 

이러한 HbbTV의 기본 서비스의 상용화의 성공과 더불어 개

인용 휴대 디바이스의 빠른 보급과 함께 사용자 중심에 근거

한 방송과 휴대 디바이스를 포함한 인터넷의 융합된 차세대 

HbbTV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EU FP7 HBB-NEXT 콘소시

엄에서 수행중인 “HBB-NEXT”연구 프로젝트 이다. HBB-

NEXT(Next-Generation Hybrid Broadcast Broadband)는 

2011 년 10월 시작되어 2014년03월까지 (Project No: 287848, 

FP7-ICT-2011.1.5)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기본정보(규모, 참여 회사 등)는 EU FP7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2]. 그림1은 HBB-NEXT 콘소시엄이 제출한 HbbTV의 

미래 진화 시나리오이다. HbbTV에서Hbb Next로의 진화를 위

한 요구되는 서비스 및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HbbTV와 비교하

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HBB-NEXT는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의 

seamless integration을 위한 개방형, 웹 기반 진화된 미들웨

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콘소시엄은 차세대 HBB NEXT의 새로운 특징 

및 기능을 근간으로 하여 아래 연구 주제를 도출하였다.

•HBB-NEXT architecture

•Multimodal user identification

•User authentication and Multi-factor authorization

•Identity management

그림 1. HbbTV 진화 시나리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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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ersonalization & recommendation

•A/V Content and Services synchronization

•Cloud Service Offloading

본 논문 에서는 위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HBB-

NEXT 프로젝트의 현재까지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output 

문서를 토대로 HBB-NEXT기본 구성, 요구사항 및 시스템 아키

텍처 등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Ⅱ. 본 론

1. HBB-NEXT 표준 구성 및 개요

HBB-NEXT는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요구사항, 프로토콜

까지 다루는 기술적인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최종 릴리

즈 되는 output 문서 역시 상당히 광범위하다. HBB-NEXT

는 앞서 언급한 연구 주제 및 Project Management, IPR 

Protection등을 포함하여 7가지의Work Package(WP)로 분류

하였다. 또한 각 WP는 세부 주제에 대해 Task를 2~4개 포함

하고 있다. 표 1은 HBB-NEXT의 전체 Project Management 

Guidelines 문서인 D.1.1에 나와 있는 HBB-NEXT프로젝트

의 Work Package(WP)와 Task 및 각 WP의 책임 파트너에 

대한 정보이다.

표 1. HBB-NEXT의 WP(Work Package) 와 Tasks

Work Package and Task Main Partner

WP1 Project	Management RBB

T1.1 Project	Management RBB

T1.2 Financial	Management RBB

WP2
Usage	Scenarios,	System	Requirements	

and	User	Validation
RBB

T2.1 Usage	Scenarios RBB

T2.2 Requirements(System,	Services,	Users) K.U.Leuven

T2.3 User-Oriented	Validation	and	Evaluation K.U.Leuven

T2.4 Business	Models NEC

WP3 Identity,	Security	and	Trust RBB

T3.1
Analysis	of	Technologies	for	Identity,

Security	and	Trust
NEC

T3.2
User	Identification,	User	Profile	and

Application	Reputation	…
STUBA

WP4
Next	Generation	Multi-Sync	and	Application	

Performance
THM

T4.1
Analysis	of	Cloud-Based	Services	and

Service/Content	…
TNO

T4.2
Multi-Device,	Multi-Domain

Synchronization	of	A/V	Content...
THM

Work Package and Task Main Partner

T4.3 Cloud	Service	Offloading NEC

WP5
Multi-User	and	Context-Aware	

Personalization
TNO

T5.1
Analysis	of	Multi-user,	Multimodal	&Context-

Aware	…	
TNO

T5.2
Multimodal	Interface	for	User/Group-Aware	

Personalization
STUBA

T5.3
Context-Aware	and	Multi-User	Content	

Recommendation
TNO

WP6
System	Architecture,	Applications	and	

Monitoring
IRT

T6.1 System	Architecture	and	Monitoring ST

T6.2
Implementation	of	Mock-Ups	and	Early

Application	Design
K.U.Leuven

T6.3
HBB-NEXT	Applications	and	Integrated

Proof-of-Concept	Prototype
TARA

WP7 Dissemin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STUBA

T7.1 Dissemination RBB

T7.2 Standardization	and	IPR	Protection IRT

또한 각 WP는 진행 단계별 output 문서인 Deliverables문서

가 도출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WP안의 Task 수와 실제Deliverables문서의 개수는 일치

하지는 않는다. D.1.1문서에 따르면 총 35개의 Deliverables문

서가 있으며, 각Deliverables 문서를 기준으로 해당 문서가 속

한 WP 및 작성 기간, 주요 파트너, 문서의 성격 및 공개 수준 

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WP1 문서는 Project Management Guidelines 문서로

서 Project Management 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술 하고 있다. 

전체 WP의 구성과 각WP아래 세부 주제에 대한 Task 등에 정

의하고, 각 WP 및 Task의 참여 파트너 와 리더 리더를 정의 하

고 있다. 또한 Consortium Management Structure, Project 

Coordination Committee, WP 와 Task Leader의 역할과 해

야 할 일, output문서의 형태와 버전관리 및 정기적 미팅과 보

고서 제출 기한 등을 명시 하고 있다.

2. 사용자 시나리오, 유즈 케이스, 요구사항

WP2에서는 사용자 시나리오와 유즈 케이스, 그리고 요구사

항에 대한 작업을 진행 하였다. 

사용자 시나리오는 HBB-NEXT의 혁신적인 모습을 최종 사

용자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환경에 있는 개인 

또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HBB TV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 대하여 정리한다.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을 가지고 사용

자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다중 사용자와 다중 디바이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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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초점을 맞추고 상이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WP2 에

서는 크게 3가지 상황에서 사용자 시나리오를 정리하였다. 시

나리오1은 각기 다른 시간에 TV를 시청하는 가족에 대한 사용

자 시나리오 이며, 시나리오2는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커

뮤니티를 이루어,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TV를 이용하여 모임 계

획을 기획하는 사용자 시나리오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3은 

TV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서로 공유하는 친구들간의 사용자 

시나리오이다. 그림 2를 통하여 시나리오 3의 한가지 예를 살펴

보면, 수잔은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 패드를 이

용하여, 오디션 프로를 시청하고 있다. 친구인 폴, 피터와 함께 

현재 시청중인 오디션 프로를 보고 싶어 수잔은 소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폴과 피터에게 프로그램 정보를 전

송해주었다. 폴과 피터는 자신의 스마트폰과 스마트TV를 이용

하여 수잔과 같은 프로그램을 인터넷과 방송망을 통해 전송받

아 동기화 하여 시청할 수 있다[4]. 

이밖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 내용은 참고문헌[4]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용자 시나리오는 높은 수준의 유즈 케이스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유즈 케이스는 특정 서비스 또는 

작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 작용을 설

명하는 것이다. 위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요구사항 정

의를 위하여 총 38개의 유즈 케이스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유

즈 케이스의 상세 내용은 참고문헌[4]에서 볼 수 있다. 유즈 케

이스를 바탕으로 시스템, 서비스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정의 

하였으며 요구사항은 참고문헌[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용자 시나리오와 유즈 케이스 정리 및 요구사항 정의 작업

은 이후에 수행 될 HBB-NEXT 개발 작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3. HBB-NEXT System Architecture

<그림 3>은 HBB-NEXT 프레임워크의 디자인과 개발 중간 

결과를 반영한 시스템 구조도를 나타낸다. HBB-NEXT 시스템 

구조는 배치 모델(deployment model)에 독립적으로 디자인되

어, HBB-NEXT 플랫폼과 서비스 가능 요소들이 서비스 제공

자의 필요에 의해 특정 프레임워크 또는 독립적인 모듈로써 사

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HBB-NEXT는 응용 개발자 또는 제 3

의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잘 정의된 API를 제공한다. 

HBB-NEXT 구조의 주요 모듈과 인터페이스:

• PERS(Personalization Module)  

단일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그룹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MMI(Multi-Modal Interface)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과 같은 자연스런 감각의 양상을 

이용하는 사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

• IDSM(Identity and Security Manager)  

사용자 기본 정보와 보안 자격, 사용자와 장치간의 연결 및 

상황정보를 저장 및 관리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접근 제어 프로파일에 대한 정책 적용과 다원적인 

인증 및 권한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REC(Recommendation module)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위해 상황인식 개인 맞춤형 다중 

사용자와 다중 장치 기반의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 REP(Reputation and Trust module) 

시스템 엔터티들의 행동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 값을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SYNC(Synchronization module) 

DVB 네트워크와 IP 네트워크에서 수신되는 두 미디어 스트

림을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2. 시나리오 3의 예시[4]

그림 3. HBB-NEXT 시스템 구조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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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Application module)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및 관리, 서비스 발견을 위한 모듈이다. 

• Cloud module 

방송 스트림에서 웹 호환 포맷으로 트랜스코딩하는 것과 같

은 다양한 미디어 프로세싱과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 장치를 

지원하는 확장성 있는 클라우드 오프로딩 시스템이다. 

• Terminal 

HBB-NEXT 서비스가 가능한 사용자 장치이며, TV와 태블

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용 장치가 해당된다. 

4. Identity, reputation, security

WP3에서는 다양한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사용자 식별 모듈, 보안 관

리자 모듈 및 평판 관리 모듈에 대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멀티 모달 사용자 식별 모듈은 적절하게 권한이 부여 된 사용

자의 명령을 수행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주는 HBB-NEXT 프로젝트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이다. 음

성 인식을 이용한 식별 방법은 사용자를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

인 방법으로, 개인 프로파일을 불러오는 것과 같은 비교적 중

요하지 않은 식별 작업에 적합 하다. 얼굴 검출 방법은 음성 인

식 방법에 비해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자의 얼굴에 

기초하여 더 신뢰성 있는 사용자 식별을 제공한다. 또한, 3차원 

얼굴 인식은 <그림 4>와 같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특징 추출

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정확하게 특정 개인을 식별해야 하

는 은행 계좌 정보와 같은 까다로운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높

은 수준의 식별 방법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위한 안구 

운동 추적 기능 등 다양한 멀티 모달 인터페스를 사용자 인식 

모듈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최종적으로 모든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인식 모듈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하나의 통합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평판 관리 모듈은 사용자가 주로 소비하는 어플리케이션, 콘

텐츠 정보 등의 사용자의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수집하고, 그 데

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 및 추천 엔진등과 연계되어 다른 분야

의 다양한 서비스 및 콘텐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는

데 사용된다.

보안 관리자 모듈은 각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 제어를 위한 인

증과 권한 부여 및 정책 시행을 관리한다. 즉, STB에 ID 공급자 

역할로서 승인 프로세스와 같은 역할을 대행하며 토큰의 관리 

및 확인, 보안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5. Personalisation, Recommendation 

WP5는 HBB – NEXT의 개인화와 콘텐츠 추천 엔진에 대하

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WP5는 WP3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작업

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개인화 엔진과 추천 엔진을 활용한 가장 간단한 상황

으로 한 사용자가 방에 들어와 TV를 시청하면 TV는 음성인식

이나 얼굴인식 등의 사용자 인식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식

별하고, TV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권장 콘텐츠 목록을 띄워 준

다.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가 들어오면 TV는 그 사용자에 맞는 

추천 콘텐츠 목록도 함께 띄워준다[7].

<그림 5>는 Hbb TV에 구현된 콘텐츠 추천 어플리케이션

의 실행 화면이다. 사용자가 TV를 시청하기 위해 TV앞에 앉

으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Hbb TV 응용 프로그램에 의

해서 사용자 계정의 설정을 참고해서 권장 항목 목록을 업데이

트하여 <그림 3>과 같이 그리드 형태로 보여준다. 이런 어플

리케이션은 콘텐츠 유통 업체가 Hbb TV의 AIT(Application 

Information Table) 신호와 채널 변경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

였다[8].

개인화 엔진은 또한 사용자에 맞추어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판 관리 엔진을 이용하여 한 사

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항상 뉴그림 4. 3D 얼굴인식의 특징점 추적[4]

그림 5. Hbb TV의 콘텐츠 추천 어플리케이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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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시청한다고 하면 뉴스 시간 5분 전에 사용자에게 곧 뉴스

가 방송함을 알려주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아이가 TV를 시청 중

에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방송이 시작할 경우 경고와 함께 아

이가 시청하지 못하도록 TV가 자체적으로 채널 변경 작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6. Content Synchronization

Content Synchronization은 TV를 시청하면서 하나 이상의 

미디어 장치를 동시에 활용하는 사용자가 모든 장치에서 동기

화된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이상의 미디어 장치간(Inter-device) 동기화 방법은 크

게 두 가지로 접근 할 수 있다. 첫 째는 기존 방송망 시스템 내

에서 제공하고 있는 PTS (Prediction Time Stamp)와 PCR 

(Program Clock Reference) 정보를 이용한 동기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타임라인 (Wall Clock) 값을 방송 콘텐츠에 삽입하여 

절대 시간 정보를 이용한 동기화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은 기존

의 방송 시스템과 매우 높은 호환성을 가지며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 동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PCR/PTS 기반의 동기

화 방법은 동기화를 위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며 PCR 값이 최

종 송출 시점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Re-Mux가 불가능한 단점

을 가지고 있다. PCR/PTS 기반 동기화 방법은 정교한 작업들

이 필요하기 때문에 HBB-Next는 심플한 타임 라인 정보를 이

용한 동기화 방법을 채택하여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11]. 타임 라인을 이용한 동기화 방식은 PCR에 의존적이

지 않으므로 방송국에서 방송 콘텐츠 송출 시간이 변경되더라

도 인터넷 콘텐츠와 동기화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인터넷 콘텐

츠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송출 시점에서 Re-Mux 가능하

므로 매우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장치에서 미디어 콘텐츠가 동기화되어 재생되기 위해서

는 주기적인 타이밍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

그림 6>과 같이 미디어 콘텐츠의 타임라인과 관련 장치의 wall 

clock 타임 간의 매핑 정보로 표현된다. 타이밍 정보를 수신하

는 측은 이를 이용하여 비디오 프레임 또는 오디오 샘플을 어느 

시점에 어느 부분부터 재생할 지를 계산할 수 있다.

HBB-NEXT 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낮은 오버헤드의 장치

간 동기화 솔루션을 개발했다. HBB-NEXT 솔루션은 다양한 

장치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적용되기 위해 표준 및 여러 플랫폼

에서 이미 구현되어 사용이 가능한 범용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HBB-NEXT의 장치간 동기화 솔루션은 크게 3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첫째는 동일 동기화 그룹에 속

한 다양한 장치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Wall Clock 타임 동기

화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둘째는 장치간에 동기화 세션을 설정

하고, 서비스를 발견하기 위한 장치/서비스 발견 프로토콜이다. 

셋째는 장치간 동기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6.1 Wall Clock 타임 동기화 

NTP(Network Time Protocol)과 PTP(Precision Time 

Protocol)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Wall Clock 타임 동기화 

프로토콜이다. PTP가 수 마이크로초 단위의 정밀도를 제공하

여 수 밀리초의 정밀도를 제공하는 NTP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는 유리하지만 HBB-NEXT는 NTP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Wall Clock 타임 동기화 프로토콜로 채택하였다. 먼저, NTP

는 PTP에 비해 다양한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가용하며, 네트워

크 인프라상에 이미 배치되어 있다. 또한, NTP는 장치간 미디

어 동기화를 위해 하나의 영상 프레임 수준인 약 20밀리초의 정

밀도 이상의 정밀도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NTP는 동일 동기

화 그룹에 속한 장치들이 동일한 서브넷에 위치하지 않아도 동

작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HBB-NEXT는 좀 더 정밀한 Wall clock 동기화를 위해 Ping-

Pang-Pong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그림 7>과 같이 Ping-

Pang-Pong 프로토콜을 기존 2-way Ping 프로토콜을 3-way

로 확장하여 두 장치간 RTT(Round Trip Time)을 계산한다. 그림 6. 콘텐트 타임라인과 Wall clock 타임[11]

그림 7. Ping-Pang-Pong 프로토콜 흐름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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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디바이스/서비스 발견 및 페어링

장치간 미디어 동기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의 장치와 공유 

서비스를 자동으로 발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서

비스 발견 프로토콜에는 SSDP, mDNS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

는데, HBB-NEXT에서는 mDNS/DNS-SD 프로토콜을 활용

한다. mDNS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UDP 패킷을 멀티캐스팅 또

는 브로드캐스팅하여 동작한다. 따라서 동일 로컬 네트워크 상

에 있는 장치만 발견이 가능하다. HBB-NEXT는 서로 다른 서

브넷 또는 NAT(Network Address Translator) 아래에 속한 

장치 발견을 위해 명시적인 QR 코드 스캐닝 방법을 활용한다. 

6.3 동기화 프로토콜

장치간 Wall clock 동기와 서비스 발견이 이루어진 후에는 설

정된 연결을 통해 동기 정보 메시지가 교환된다. HBB-NEXT

는 동기 정보 전달을 위해 WebSocket 상의 UDP를 기반으로 

동기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그림 8은 동기화 세션의 메시

지 흐름도를 나타낸다. 제안된 동기화 프로토콜은 마스터-슬레

이브 모델로 설계되었다. 클라이언트 장치는 마스터 장치로 구

독 메시지(JOIN)를 전송하고, 동기 정보(SYNC)를 수신한다. 

클라이언트의 구독 상태는 명시적인 구독 해제 메시지(QUIT)

를 통해 해지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구독 상태

로 전환된다. 

7. Cloud-Based Offloading Services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 테블릿의 발달로 단

말에서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증가로 고성능의 

멀티미디어 처리기능이 요구 되고 있으나, 단말기의 스토리지, 

밧데리 수명, 성능 등의 한계로 인해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이

와 더불어 서버 및 네트워 가상화 기술의 발달로 단말기의 교체

와 업그레이드가 잦은 시스템에서의 Cost-effective 한 대안으

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HBB-NEXT가 지향하는 목표중의 하나인 Cloud-based 

offloading서비스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최종 클라이언트의 자

원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 하였다. 나아가서 미디어 

처리를 모바일 디바이스와 분리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개발 환경에 독립적이고, 고

성능 미디어 처리 및 대용량 스토리지등의 직면하는 문제점들

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HBB-NEXT에서는 WP4에서는 먼저 현존하

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해 분석하여 각 기술의 특징과 

장점 등을 찾아내고 이를 HBB-NEXT의 요구사항에 가장 잘 

맞는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을 도출 하고 있다. HBB-NEXT 

Platform은 응용프로그램의flexibility 와 scalability를 고려

하여서 서비스로서의 통합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

기에 “Clouding service as service”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

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 

IaaS는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센터의 Virtual Machine를 구

동하여 사용자의 설정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다. 대표적인 예로 Amazon web service(AWS)이다.

HBB-NEXT에서는 도출된 사용자 시나리오 중에서 클라우

딩 서비스와 연관된 use-case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래 4가

지의 Cloud offloading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4]. 

• 이종 디바이스/콘텐츠/네트워크/프로토콜 에 대한 미디어 적

응성(Media adaptation)

HBB-NEXT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이기종의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도록 오픈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기술을 포함한

다. 따라서 클라우드에서의 미디어 트랜스코딩 기술은 접속한 

단말에서 지원 가능한 미디어 포맷에 맞도록 클라우드에서 미

디어 포맷을 변경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접속한 단말의 소비 

능력 및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해상도의 미디어를 준

비하여 단말과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 해상도의 미디어를 제공

하는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얼타임 처리(Realtime Processing)

리얼타임 미디어 처리는 HBB-NEXT 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큰 과제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리얼타임 미디어 처

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버는 Task의 스케줄

링, Virtual Machine 하에서의 처리 능력, 미디어 스트림의 특

그림 8. 동기화 세션의 메시지 흐름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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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측정 및 Cross-Layer Optimization 

기술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클라우드 확장성(Scalability)

HBB-NEXT가 활성화 되면 수많은 사용자와 디바이스

가 HBB-NEXT를 이용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Cloud 

Offloading서비스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용량 미디어의 실시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수 클라이언트

에 의한 동일한 Task의 요청에 대해서 중복된 미디어 처리 검

출 및 그 처리 결과를 공유 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최종 미

디어 처리를 하는 단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클라우드와 단

말간의 미디어 처리를 적절히 분배하는 기술 역시 클라우드 확

장성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 네트워크 지연(Network Lantency)

대용량 미디어 처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될 때 단말과 

클라우드 간의 네트워크 지연(전송 지연, 프로토콜 오버헤드,지

터, RTT를 증가시키는 버퍼링)에 대한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특히 HBB-NEXT에서는 서로 다른 단말의 플랫폼과 이기종의 

best-effort네트워크에도 유연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채택하

려고 하고 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방화벽에도 크게 구

애 받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HTTP 기반의 전송 프로토콜

이다. 하지만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든지 클라우드와 단말간

에는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로 줄이고 실시간성이 보장 되어야 

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BB-NEXT에서의 클라우드 서

비스는 클라우드 관리, 미디어 처리,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토콜

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오픈 소스 및 기존의 관련된 세부 기

술을 기반으로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특히 

Openstack IaaS 클라우드 시스템과 Gstreamer 미디어 처리 

프레임워크는 HBB-NEXT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한 기능 컴

포넌트의 구성에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4].

8. HBB-NEXT Applications

다음은 HBB-NEXT의 프로토타입의 중간 버전으로 암

스테르담에서 개최된 IBC2013 (International Broadcast 

Conference)에서 전시되었던 애플리케이션들이다[12]. 각 애플

리케이션은 하나 이상의 HBB-NEXT 주요 모듈들의 조합으로 

구현되었다. 

• TV Service Customization

HbbTV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미디어 동기화 서비스를 제

공한다. Inter-media 동기화는 방송 비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자막, 수화 영상, 다국어 오디오를 TV 상에서 동기화 한

다. Inter-device 동기화는 TV의 DVB 비디오와, 사용자 장치

의IP 오디오 스트림 또는 자막, 비디오를 동기화하여 재생한다. 

• Group EPG

TV를 시청하고 있는 그룹 사용자들을 식별하고, 그룹 사용자

들의 프로파일 및 선호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EPG 정보를 제공

한다. 사용자 인식 및 식별은 TV에 설치된 카메라 기반의 얼굴 

인식 또는 TV 화면의 QR 코드를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스캔하

거나, TV 리모컨 입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Interactive TV Show

생방송 프로그램 시청 중에 시청자의 의견을 HbbTV 의 웹 또

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하고, 투표 대

상의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 3D Video Hybrid Delivery

HD급 3D 영상의 좌.우 영상을 방송망과 인터넷을 통해 분리

하여 전송하고, HbbTV에서 미디어간 프레임 정밀도의 동기화

를 거쳐 3D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Application Store

HBB-NEXT WP3에서 개발된 식별, 보안, 신뢰 기능을 애플

리케이션 스토어 개발에 적용하였다. 음성 인식 및 얼굴 인식과 

같은 멀티모달 사용자 인증방식을 통해 사용자 접근 제어를 기

능을 수행하고, 다계층 권한 검증 메커니즘, 사용자의 선호도 유

사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평가 기능을 제공한다. 

•Immersive 2nd Screen Synchronization

방송망으로 전송되는 HD급 영상과,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Ultra-HD급 영상을 동기화 하여 재생한다. Ultra-HD급 영상

은 사용자가 시청하는 단말의 크기에 적응적으로 재생되기 위

해 타일 형태로 나뉘어져 전송된다. 대형 영상에는 전체 타일 

영상이 재생되고, 소형 개인 단말에서는 전체 타일중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타일 영상만 재생된다. 사용자는 팬, 줌, 틸트와 

그림 9. 하이브리드 3D 전송 개요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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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단말에 자신이 원하는 하나 이상의 타일

들의 조합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 에서는 현재 EU FP7의 HBB-NEXT 콘소시엄에서 

진행되고 있는 “HBB-NEXT”연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요

부터 아키텍처를 포함한 기술적인 이슈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HBB-NEXT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서비스 중인 HbbTV

서비스와 비교할 때 TV뿐 만 아니라 주변 모바일 단말 및 클라

우드 서버와의 융합 등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 한층 진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년여간의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서 현재 규격작업이 거의 마지막 완성단계인 HBB-

NEXT는 기존의 HbbTV서비스와 차별성과 성능향상을 제시하

므로 방송과 인터넷의 하이브리드 환경하에서 미디어 콘텐츠 

처리뿐 아니라 미디어 전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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