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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이 발달하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인터넷

망을 이용한 TV 프로그램 소비가 늘고 있다. IPTV

나 스마트TV도 TV를 시청하는 과거의 수동적인 방

식에서 벗어나 인터넷과 융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나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소

비자의 요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스마

트 폰, 탭의 성공은 무선 인터넷 속도의 증가를 가

속화하였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다양한 기기로 동

영상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이러한 시청자의 변화에 대응

하여 TV 시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을 시작으로 HbbTV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서비스를 시작

하였고,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이 활발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HbbTV 규격을 아시아로 확산시

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BBC가

YouView 서비스를, 일본에서는 NHK를 중심으로

Hybridcast라는 이름으로 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DTV, 인터넷 융합 서비스를 위한 기

술 규격인 OHTV(Open Hybrid TV) 규격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지상파 4

사(KBS, MBC, SBS, EBS)와 삼성, LG 등의 주요

가전사가 OHTV 표준화를 진행하여 2011년

TTA(국내정보통신표준화기구) 정식 표준으로 채택

하였고, 이에 기반을 두어 2013년 KBS, SBS가 서

비스를 시작하였다.

본 고에서는 HbbTV, YouView, Hybridcast를

중심으로 최신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동향을 살

펴보고, 국내의 OHTV 서비스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송통신 융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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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1. HbbTV

유럽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HbbTV[1]는 커

넥티드 TV, 셋톱박스, 멀티스크린 디바이스를 통하

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형태의 다양한 엔터테인

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태동되

었다. 독일에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였고, 현재 독

일, 프랑스,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TV를 판매하는 TV 제조사 중 90% 이상이 HbbTV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TV 수신

기의 50% 이상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2].

HbbTV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융합 서비스이므로 2014년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HbbTV 포럼에서 발표된 유럽 각국의 현황을 중심

으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일

2013년 말 7백만 대의 TV 수신기가 보급되었으

며, 이는 2013년 독일에서 판매된 모든 TV 수신기

의 60%에 달한다. 모든 TV 채널의 HbbTV 서비스

가 위성 방송과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된

다. 현재 모든 도시 지역에서 HbbTV 시청이 가능

하며 독일의 통신사인 Deutsche Telekom은 IPTV

를 통해 HbbTV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HbbTV 상용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

한 독일의 경우, 공영 방송 채널인 ARD, ZDF, 상

업 방송 채널인 RTL 및 군소 민간 사업자인 Das

Vierte, Kinowelt TV, Bibel TV, Yavido, Sport.1

HD Anixe, Dr.Dish TV 등에서 VOD(Video on

Demand), 편성 정보, Teletext 등의 서비스를 활발

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림 1> HbbTV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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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프랑스는 2013년 초 50만대 이상의 HbbTV 지원

TV 수신기가 보급되었다. 지상파 방송 69%, 무료

위성 방송 11%, 유료 위성 방송 13%, 위성방송 및

케이블 9%, IPTV 35%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공영

방송(France Télévisions - on France 2, 3, 4, 5

and France O)과 상업 방송인 TF1, M6, NRJ 등에

서 뉴스, 날씨, 스포츠, 편성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HbbTV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 폴란드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통해

Hbb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공영 방송 TVP에 따르면 2014년 3월에 32

만의 사용자가 Hbb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 말에 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네덜란드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군소 케이블 방송에서

HbbTV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요 케이블 방

송 사업자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공영

방송인  Publieke Omroep에 의하면 한 달 평균 45

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Hbb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루 평균 6만 5천 사용자가 85만 이상의 페

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다.

5)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 공영 방송사인 TVE, 지역 방송사

인 Televisio de Catalunya, Tele Madrid, EITB,

Canal Sur, Television de Galicia, Radio

Television Canaria, IB3, Lux Mallorca, Tele B

and the commercial broadcasters like GolT, Veo

Television 등의 많은 방송사에서 온디멘드 서비스,

하이라이트, 케치업 TV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2> 유럽 각국의 HbbTV 서비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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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국가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스

위스, 체코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HbbTV 서비스

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유럽 방송 표준인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를 채택한 말레이시

아, 베트남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

HbbTV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HbbTV 진영에서 아

시아 심포지엄을 갖는 등 아시아를 겨냥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HbbTV 서비스는 현재 실시간 TV 이외에

캐치업 서비스, VOD, 편성 정보, 맞춤형 광고, 게

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

비스들을 포함하고 있다.

HbbTV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HbbTV 컨소시

엄에는 방송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신기업체,

통신사, 솔루션 업체를 포함하여 각국의 70여개 업

체가 참여하고 있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 LG 등

이 참여 중이다. 2010년 ETSI(유럽정보통신표준기

구)에 의해 HTML4 기반 CE-HTML과 DVB 규격

등이 포함된 버전 1.0이 표준으로 승인되었으며,

2012년에 MPEG-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규격 등이 포함된 버전 1.5가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현재는 HbbTV2.0 표준 작업을 19개 요

구사항을 수집하여 진행하고 있다. HbbTV1.0과의 차

이점은 HTML5 지원, Enhanced DASH 지원, VOD,

광고 삽입 기능 지원, 컴패니언 스크린 등이다.

2. YouView

YouView[3]는 영국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그림 3> YouView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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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View) 기반의 양방향 TV 서비스로 Channel4,

ITV, Five 등의 방송사 및 Arqiva, BT, TalkTalk

등의 통신사와 연합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현재 70여개 TV 채널,

30여개 라디오 채널, BBC iPlayer 등의 VOD 서

비스, 방송 후 7일간 무료 캐치업 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다. 

YouView의 모태는 2008년 가을 공개된 프로젝

트 Canvas이다. Canvas는 BBC와 ITV(영국 지상

파 채널) 그리고 BT(영국 통신회사)가 IPTV 시장을

겨냥하여 시작한 단일 오픈플랫폼 제공 프로젝트로

FreeView를 기반으로 차세대 셋톱박스의 형태로

라디오, TV, VOD, 양방향 콘텐츠, catch up TV를

통합,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이후 또 다른 플랫폼

인 Freesat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플랫폼으로 성장

하여 마침내 2010년 9월 16일, YouView로 재탄생

하였다. 

YouView의 기술표준은 리눅스 기반이며, 2011년

DTG(Digital TV Group)의 D-Book 7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향후에는 HTML5 기반 HbbTV 2.0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BT

TV나 YouView 휴맥스 STB에서 넷플릭스(인터넷

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미국의 회원제 주

문형 비디오 웹사이트)를 통한 수천 개의 프로그램,

영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Netflix now on

YouView’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 Hybridcast

일본에서는 NHK를 중심으로 Hybridcast[5]라

는 방송과 인터넷 양방향 서비스 결합 서비스를

2013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 방송 신호로 전송되

는 AIT(Application Information Table) 정보에

는 Hybridcast 서비스의 URL, 애플리케이션 ID

<그림 4> Hybricast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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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전송

되고, 수신기는 AIT를 수신하고 이를 해석하여 해

당 서비스를 시작한다. NHK 서비스의 경우 리모

콘의 ‘d버튼’을 누르면 Hybridcast 홈 화면이 반

투명으로 방송 프로그램 위에 오버레이되어 표시

되며, d버튼을 다시 누름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으

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NHK는 독립형 서비스,

방송 연동형 서비스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전개하

고 있다.

독립형 서비스로는 뉴스, 환율, 방송 편성 정보,

VOD 등이 있고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는 퀴즈쇼

프로그램 실시간 연동, 프로그램 내 교육관련 콘텐

츠(영어 자막 등), 주요 키워드 검색 등이 있다.

NHK 이외에도 TBS, 아사히방송에서 Hybridcas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BS는 뉴스, 날씨, 교통,

재해 등 생활 정보 외에도 TBS 방송 정보 등 다양

한 정보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아사히방송은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기술 규격으로는 일본 IPTV 포럼에서

Hybridcast2.0 규격을 표준화 완료한 상태이다.

NHK를 중심으로 스마트 폰, 탭을 위한 Hybricast

앱을 개발하고 수퍼하이비전을 위한 데이터방송으

로 진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4. OHTV

국내의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방식은 OHTV[8]

이다.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삼

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 스마트TV에 인터넷을 연

결하면 수신기가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통하여 통신

망으로 제공되는 온디멘드 콘텐츠 및 방송 관련 부

가 정보 등을 포함한 풍부한 부가데이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OHTV 기술 규격은 KBS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와 삼성, LG 등

의 주요 가전사가 차세대방송포럼의 OHTV 분과

활동을 통해 OHTV 표준화를 진행하여 2011년

TTA(국내정보통신표준화기구) 정식 표준으로 채

택되었다. OHTV 표준은 브라우저의 경우 미국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표준에

서, NRT(Non Real Time)에서 시그널링을 참조하

였고, OIPF(Open IPTV Forum)에서 콘텐츠 다운

로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지상파 데이터방송에서 폰트 부분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표준에 기반하여 KBS는 iCon이라는 이

름으로 2013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어

SBS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OHTV 서비스는 시

<그림 5> Hybricast 서비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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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중인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방송 연동형

서비스와, 방송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독립형 서비

스로 구성된다. 방송 연동형 서비스는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의 편성정보 및 상세정보를 보여주는 프

로그램 가이드와, 주요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TV 검색,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서 진행

하는 이벤트 제공형 서비스로 방청권 참여형 이벤

트 Push, Poll 참여, 기상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Push Icon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독립형 서비

스로는 한 주간 가장 인기 있는 찜 목록을 모아 보

여주는 주간베스트찜, 뉴스24, 독도라이브와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 이미지 중심의 연

예기사를 제공하는 TV특종, 방청권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KBS 하이라이트, 기상특보, 날씨,

우리말 배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림 6> OHTV 표준 주요 기술

<그림 7> OHTV 서비스 예; 진입 안내,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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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 폰, 탭 등 모바일 디바이

스의 성공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

하는 환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지상파 방송사도 TV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과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매체와의 경

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럽 방송사들은 HbbTV, 영국 BBC는 YouView,

일본은 NHK를 중심으로 Hybridcast라는 이름으

로 상용 서비스를 선보였고, 국내의 경우 2013년

OHTV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OHTV의 경우 긴 TV

교체 주기로 인한 TV 판매의 부진, 지상파 직접 수

신 환경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 등

의 극복해야 할 난관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활성화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지상파 방송사는 이러한 기술들을 개선하고 새

로운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 발굴에 대

한 노력을 계속하여 지상파 TV 콘텐츠 소비를 위한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림 8> OHTV 서비스 예; 찜, TV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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