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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고속 통신망의 발달로 이를 통한 비디오 스트

리밍 서비스와 방송, 통신의 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스마트 TV, 스

마트 폰, 탭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성공으로

TV, PC와 같은 고정형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이동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

하는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TV, 스마트 폰 등을 생산, 판

매하던 단말 제조사와 통신망을 제공하는 것을 주

수입원으로 하던 통신사는 단말 판매, 통신망 제공

시장이 포화된 것으로 보고 방송 시장에 진입하려

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TV, 스마트 폰 등

단말 판매를 위주로 하던 삼성, LG 같은 단말 제조

사는 스마트 TV를 중심으로 자체 OS(Operating

System)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TV 시장에 진출

하려 하고 있다. 통신사의 경우 IPTV 서비스를 실

시하여 방송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동 통신망 사업

자인 SKT, KT, LGUplus 등의 통신 사업자는 4G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의 주요 서비스 중 하

나로 모바일방송 서비스를 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최근의

종합 편성 채널 등 다양한 방송 사업자와 경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TV,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을 통

한 다양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경쟁을 해야 하

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방송망을 통한 브로드캐스팅

은 인터넷을 이용한 유니캐스팅과 비교해 볼 때 실시

간 영상 전송 및 시청에 최적화 되어 있는 양질의 전

송 방법이다.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방송의 장

점을 살리고 다양한 인터넷 융합 서비스를 도입함으

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방송사업자들은 HbbTV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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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 영국의 BBC는 무료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인

FreeVeiw와 인터넷 양방향 서비스를 합친 개방형

TV 플랫폼 YouView 서비스[3], 일본의 NHK는

Hybridcast라는 이름의 하이브리드 방송 상용 서비

스를 선보였다[4]. 

국내 지상파 방송사도 DTV,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본 방송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해 왔다. DTV의 경우 본 방송

이 시작하기 전인 2002년에 DTV, 통신망 융합 서

비스인 데이터 방송 실험 서비스를 실시한 것을 시

작으로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특히 2013년 3월 KBS는 삼성

전자, LG전자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먼저 OHTV

서비스인 ‘iCon’[5]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모바일 방송인 DMB의 경우 BIFS(Binary

Format for Scene)를 이용한 DMB 비디오 부가데

이터 서비스[7], DMB 데이터 채널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인 BWS(Broadcast Web Site)[8] 서비스, 스

마트DMB 등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시도하였으

나, 현재는 2011년 5월에 시작한 스마트DMB만이

서비스되고 있다[9].

이렇듯 지상파 방송사의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는 호소력있는 양질의 콘텐츠의 부족, 단말 판매 부

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많은 방송

채널, 스트리밍 서비스들과의 경쟁에서 지상파 방

송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방향 맞춤형 광고,

TV 커머스 등을 통한 수익화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

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이브리드 방

송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중 국내의 최신 DTV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인 OHTV를 소개하고,

DMB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인 스마트DMB 서비

스 및 최근 스마트DMB 서비스에 추가된 고화질

DMB 기능[10]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DTV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 OHTV

OHTV는 국내의 DTV, 통신망이 결합된 하이브

<그림 1> OHTV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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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방송 서비스 방식으로, 시청자는 TV 시청 중

에 수신기가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통하여 통신망

으로 제공되는 온디멘드 콘텐츠 및 방송 관련 부

가 정보 등을 포함한 풍부한 부가 데이터 서비스

를 즐길 수 있다. 국내에서는 KBS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와

삼성, LG 등의 주요 가전사가 차세대방송포럼의

OHTV 분과 활동을 통해 OHTV 표준화를 진행하

여 2011년 TTA(국내정보통신표준화기구) 정식 표

준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표준에 기반하여 KBS

는 iCon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에 서비스를 시작

하였다.

OHTV 서비스는 채널 바운드 서비스이다. 즉, 방

송사의 측정 TV 채널을 튜닝하여 시청하고 있을 때

에만 해당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OHTV 서비스를 사

용할 수 있다. KBS의 iCon 서비스를 예를 들면, 시

청자가 KBS의 채널을 선택하게 되면 초기 페이지로

서 서비스 진입을 위한 트리거 화면이 약 5초간 노

출되며, 이 때 레드버튼을 누르면 서비스에 진입하

게 된다. 이러한 초기 진입을 위하여 TV 수신기는

해당 채널의 DTV 온에어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신호에서 VCT(Virtual Channel Table), SMT

(Service Map Table)를 분석하여 채널에 대한 정

보 및 해당 채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식 정보를

얻는다. 수신기가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Domain

Name URL(예: http://KBS1-9-1-t.ohtvdns.org)

을 구성한 후 DNS(Domain Name Server)에 쿼리

를 하면 DNS는 iCon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대

한 IP 주소를 수신기에게 전송한다. 수신기가 수신

한 IP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서버에 접속하

여 사용자 정보(수신기 ID 및 소프트웨어 버전 등)를

전달하면, 서비스 제공 서버가 초기 진입 페이지인

트리거 페이지를 수신기에게 제공하고 시청자가 레

드버튼을 누르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림 2> 서비스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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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TV 서비스는 시청 중인 방송 프로그램과 관

련이 있는 방송 연동형 서비스와 방송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독립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방송 연동형

서비스는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의 편성정보 및 상

세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가이드와, 주요 키워

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TV 검색,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제공형 서비

스로 방청권 참여형 이벤트 Push, Poll 참여, 기상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Push Icon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독립형 서비스로는 한 주간 가장 인기 있는 찜 목

록을 모아 보여주는 주간베스트찜, 뉴스24, 독도라

이브와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 이미

지 중심의 연예기사를 제공하는 TV특종, 방청권 신

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KBS 하이라이트, 기상특

보, 날씨, 우리말 배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정

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시작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살펴

<그림 3> 프로그램 가이드

<그림 4> TV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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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에, OHTV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OHTV 지원

TV가 많이 판매되어야 하나 TV의 경우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능을 탑재한 TV에 대한 판

매가 부진하다는 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도

KBS, SBS만이 제공한다는 점은 OHTV 활성화를 방

해하는 요인이다. 또한 유료 방송 사업자나 셋톱박스

사용자는 OHTV 서비스를 위한 시그널링 정보를 수

신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상파 직접

수신 환경에서만 OHTV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이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Ⅲ. DMB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 스마트DMB

스마트DMB는 국내 모바일 방송 서비스인 DMB

와 통신망이 결합된 DMB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앱으로 지상파 DMB 수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디

<그림 5> 찜

<그림 6>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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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를 겨냥한 서비스이다. 2011년 5월에 KBS,

MBC, SBS, YTNDMB, 한국DMB(QBS), U1미디어

등 지상파 6개 방송사가 안드로이드 마켓에 업로드

하였다. 시청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스마트

DMB 앱을 다운받아 자신의 스마트 폰, 탭에 설치

하여 DMB 온에어를 시청하면서 생활정보 서비스,

각 채널별 게시판, DMB 편성표 등 다양한 부가서

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DMB의 주요 서비스는 지상파 DMB TV

시청하기, 지상파 DMB Radio 청취하기, 채널별

DMB 방송 편성 정보 제공, 방송사 정보 서비스 제

공, 방송 참여하기(프로그램 별 게시판), 모바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하기, 방송알림, 고화

질 DMB 등이다.  

특히 열악한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화질 DMB

기능을 추가하여 2013년 첫 시험 송출을 성공적으

로 실시하였다. 지상파 DMB의 경우 2005년 본 방

송을 시작한 당시에는 이동 중 TV를 시청하는 것만

으로도 획기적인 서비스로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

착하였지만, 스마트 폰, 탭 등의 스마트 모바일 디

바이스의 등장으로 단말기의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DMB 화질 개선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DMB는 10년 전 기술

이고, 채널 사업자 및 주파수 할당도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DMB 온에어만으로는 화질 개선의 한계

가 있다. KBS 기술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한계 상황

에서 DMB의 화질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망을 함께

이용하여 DMB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화질 DMB

기능을 개발하고 지상파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2013

년 3월 제주도 실험 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기능을 스마트DMB 앱에 탑재하여 같은 해 첫

시험 송출을 이끌었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DMB 서

비스에 탑재되어 시청자가 고화질 DMB 버튼을 선

택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7> 스마트DMB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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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DMB 해상도는 320×240이지만 고화질

DMB는 이의 4배인 640×480 크기의 해상도로 제

공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DMB 비디오

데이터를 온에어 채널로 전송하고 추가 화질 데이터

를 IP 망으로 전송한다. 단말기에서는 두 비디오 스

트림을 합해 디코딩하여 수신기 화면에 제공한다.

고화질 하이브리드 DMB 시스템의 핵심은 고화질

DMB 비디오 인코더인 SVC(Scalable Video Coding)

인코더이다. 스케일러블 인코딩은 기존 인코더와 달

리 하나의 입력 영상 스트림을 받아 두 개의 압축 스

트림을 출력하는데, 하나는 기존의 DMB 스트림과

호환되는 기본 화질 스트림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본

화질에 더해져서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 내는 추가 화

질 스트림이다. 고화질 DMB 비디오 인코더인

Scalable Encoder 출력 중 기본 화질 스트림은 DMB

다중화기로 전달되어 지상파 DMB 송신기를 통하여

송출되고, 추가 화질 스트림은 HTTP 스트리밍 서버

로 전달되어 인터넷 망으로 스트리밍된다.

수신기에는 고화질 DMB 디코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야 한다. 디코더 소프트웨어는 DMB 온에

어를 통하여 기본 화질 스트림을 수신하고 HTTP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추가 화질 스트림을 수신한

후 싱크를 맞추어 먹싱하여 화면에 표출한다. 고화

질 하이브리드 DMB를 지원하지 않는 기존 단말은

기본 화질 스트림만 수신하여 기존 DMB 크기인

320×240 크기의 화질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단말

호환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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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DMB 서비스 개념도

<그림 9> DMB (3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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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초고속 통신망의 발달로 전통적인 TV 시청 행태

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취향에 맞는 양질

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급변

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KBS를 비롯한 지상

파 방송사에서는 기존의 TV와 인터넷이 융합된 서

비스를 도입하여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방

식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TV 매체에 대

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DTV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가전사들과 함께

OHTV 표준화 및 상용화를 주도해왔으며, 2013년

에 시작한 KBS의 iCon 서비스로 대표되는 OHTV

기반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DMB의 경우 2011년에

스마트DMB라는 융합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마켓에

업로드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고화

질 DMB 기능을 추가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방송사는 이러한 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킴과 동시에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방송에 적합한 플랫폼을 제

시함으로써, 융합, 개방, N-Screen, 4G 시대의 도

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등의 특징을 가지고 급

변해 가는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 채널이 미

디어의 핵심 위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0 방송공학회지 19권 4호

386 특집 : 빅데이터와 미래방송

<그림 10> 고화질 DMB (64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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