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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광대역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방송

통신 서비스 가치사슬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변화 중

에서 콘텐츠 소비의 변화는 스크린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n-Screen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는 대부분 지금까

지 고정된 장소에서 TV라는 스크린을 통해 콘텐츠 서비스를 해왔

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케이블에서 콘텐츠 소비

확산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법은 크게 서버기반, 케이블모뎀 기반, 게이트웨이 기반, 클라

우드 기반으로 나눌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케이블기반 n-Screen

서비스 방법간에 비교 설명과 서비스를 위한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시장환경에 대한 판단과 사업환경에 따라 사업자

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연장하고

사용자의 콘텐츠도 수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Ⅰ. 서 론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개인이 사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빠른

증가는 광대역 유무선 네트워크의 보편화와 결합되

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 내

고 있다. 이들 중에서 TV, PC, Tablet PC, 스마트

폰 등의 단말기에 이용하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비

디오, 음악, 게임, 데이터 등의 여러 콘텐츠 들을 끊

김 없이 이용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n-

Screen 서비스라고 한다.  

이러한 콘텐츠 소비의 보편화 환경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소비 증가를 이끌고 있고 네트워크 트래

픽의 대부분은 비디오 데이터이다. 대체적으로 비

디오는 주로 고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단말기를 통

해서 소비가 되어 왔다. 하지만 압축기술의 발달,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개방형 플랫폼 등의 영향으

로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폐쇄적인 사업구조에서 누구나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개방형 사업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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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에서 기존 방송통신 가치사슬(Value Chain)

의 각 주체들은 앞다투어 n-Screen 서비스를 시도

하고 있으나 접근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는 네트워크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자사의 플랫폼을 통하거나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단말들과 사업적 제휴를 통해서 직접 고객과 서비

스를 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부분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말기와 결합하거나 혹은 독립

적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개방

형 플랫폼을 이용하여 규모와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유료방송 서비스

시장이 고비용인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을 확대하기도

한다.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하는 단말기가 늘어나고 있으

므로 제공중인 서비스의 스크린 확산을 통해서 지

배적인 서비스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줄어들고 있는 TV 시청시간을 다른 디바이스에서

도 볼 수 있게 하여 서비스 시간을 증가 시키고 경

쟁 사업자의 비디오 서비스에 가입자의 시청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접근도 있다. 단말기 사업자는

서비스의 중심에 단말기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고도화를 통해서 여러 단말기간의 연결을

통한 콘텐츠 이동을 쉽게 하거나 단말기 자체의 기

능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

를 통해서 단말기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자체 플

랫폼 기반에 여러 서비스를 수급하여 서비스 하기

도 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되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고객과

서비스 접점 경쟁력을 강하게 하고 단점은 사업자

와의 제휴를 통해서 채우고자 한다는 점이다. 

케이블 사업자는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서비

스 접근 방식은 유사하겠지만 비디오 서비스에 효

율적인 케이블망(HFC:Hybrid Fiber Coax)을 이용

하기 때문에 비디오 중심의 n-Screen 서비스에서

는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

고, 이미 많은 비디오 서비스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

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서비스 확산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이블 기반으로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개별적인 사업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목적

과 방향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콘텐츠가 사업자 제공 콘텐츠인지 아

니면 사용자의 콘텐츠인지, 개인이 소비하는 콘텐

츠의 윈도우 확장인지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는 윈

도우의 확장인지, 기존 사업 확장인지 아니면 신규

서비스인지 등이다. 그리고 PC, 스마트폰 등의 디

바이스를 기반으로 콘텐츠 서비스는 시도되었지만

아직 성공적인 서비스 모델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

는 점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케이블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n-

Screen 서비스 방법과 그 장단점을 알아보고 서비

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들을 알

아본다.    

Ⅱ. n-Screen 서비스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콘텐츠의 디지털화, 압축

기술의 발달, 단말기의 지능화 등의 영향으로 품질

보장이 되지 않는 가입자망에서도 대용량 멀티미디

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방송통신 가치사슬

의 각 주체들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

로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목

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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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크게 구성방식과 콘텐츠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구성방식에 의한 구분은 윈도우 확장이 일어나는

중심 지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콘텐츠에 의한

구분은 윈도우 확장이 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분

류하는 것이다.  

1. 서비스 구성방식에 의한 구분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단말의 윈도우에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데

콘텐츠 제공하는 지점에 따라 중앙집중 방식인 서

버(Server) 방식과 분산 방식인 클라이언트(Client)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은 서버방식과

클라이언트 방식을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다. 

서버 방식은 기존 방송서비스 제공방식과 유사한

중앙집중식 서버를 구성하고 서버에서 각 윈도우에

적합한 콘텐츠 형태로 각각 변환을 해서 지속적으

로 보낸다. 이 방법은 서비스 지역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고 별도의 단말이 필요 없어 단기간에 서비스

확장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규 플랫폼 구

축 필요, 네트워크 고정비 지속 발생, 트래픽 과다

발생, 사용하지 않더라도 윈도우별 개별 스트림 생

성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로 기존 IP기반 멀

티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IPTV 사업자, 소유

하고 있는 콘텐츠를 네트워크 사업자를 거치지 않

고 직접 서비스를 원하는 콘텐츠 사업자, 네트워크

는 없으나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단말기 사

업을 원하는 단말기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다. 최근에는 클라우드(Cloud)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 콘텐츠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사

업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방식은 특정 단말기를 중심으로 사용

<그림 1> n-Screen의 방식에 의한 구분

<표 1> n-Screen 구성방식 비교 

구분 서버 방식 클라이언트 방식

콘텐츠 사업자 제공 콘텐츠 중심 사용자 소비 콘텐츠 중심

플랫폼 신규 플랫폼 구축 기존 플랫폼 활용

네트워크 별도 구성 필요(CDN 등) 기존 네트워크 활용

트래픽 디바이스 별 개별 전송 요청이 있을 때 발생

고정대역폭 변동대역폭

단말기 고객 단말기 활용 별도 단말기 필요 

고객 확장 빠르고 서비스 범위가 넓음 확장 느리고 서비스 가입자 내

주요 서비스 방송서비스 중심 단말간 콘텐츠 공유, 검색, 이동 등 TPS, 융합서비스

주요 사업자 콘텐츠, 플랫폼, IPTV 네트워크,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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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청이 있으면 콘텐츠를 요청하는 윈도우에 맞

게 변환하여 공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 가능,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이 별도

로 발생하지 않고, 단말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가

능, 단말기간의 연동 서비스(콘텐츠, 공유/검색/이

동, 채널 전환, 콘텐츠 SNS, 콘텐츠 연관 검색 등)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별도의 단말

기가 필요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만 가능하여

서비스 확산이 느린 것들이 단점이다. 주로 IP기반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구기

반으로 멀티미디어 사업을 해 왔던 케이블사업자와

위성사업자, 단말기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말기 사업자들이 선호

하는 방식이다. 또한 콘텐츠의 공유 및 확산이 주로

가정내 단말기간에 이루어지고 콘텐츠의 스크린 확

산에서 사업자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콘텐

츠보다는 개인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

단하는 사업자와 콘텐츠의 윈도우 확산이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내 단말기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

각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선호한다. <표 1>은

n-Screen 구성방식간 비교를 나타낸다.

2. 제공 콘텐츠에 의한 구분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성방식보다는

유통되는 콘텐츠이다. 서비스 하는 콘텐츠의 범위

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서비스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n-Screen 서비스의 콘텐츠는 크게 사업

자 중심 방법과 사용자 중심 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 사업자 중심방법은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거

나 가지고 있는 Live 방송과 VoD를 중심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법이고, 사용자 중심방법은 개인

이 구매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 위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서비스 가치사슬에 있는

주체에 따라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

로 접근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는 소유하거나 수급 가능한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을 원하고 있고 개인 가입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단말기 사업자들은 사용

자 중심의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콘텐츠 사업자는 OTT(Over the Top) 기반

으로 많은 스크린에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고, 네트워크 사업자는 클라우드(Cloud) 플랫폼 등

을 활용하여 개인의 콘텐츠와 서비스 환경을 다양

한 단말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

말기 사업자는 단말기간의 콘텐츠 공유 및 이동에

대한 인터페이스, 쉽게 해서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Ⅲ. 케이블기반 n-Screen 

케이블은 지금까지 TV를 기반으로 비디오 서비

스를 해왔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용하는 단말기 스

크린이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확산, 사용자 편의성

제고,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의 측면에서 n-

Screen 서비스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기존 비디

오 콘텐츠를 스크린 확산에 노력을 해왔지만 스크

린간 콘텐츠 연동 및 공유 서비스와 사용자의 서비

스 경험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n-Screen 서비스에서 케이블 장점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와 네트워크 기반 서비

02본본:02본본  11. 4. 5.  본본 1:00  Page 105



106 방송공학회지 16권 1호

106 특집 : 스마트TV

스의 증가로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트래픽의 대부분이 비디오 데이터이다. 이 비디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

크 사업자는 대역폭 확대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지

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

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이러한 비디오 소비시대에는 방송을 근간으

로 발전해온 케이블망(HFC:Hybrid Fiber Coax)이

유리하다. 케이블 망은 각 가정에 약 6Gbps를 동시

전송이 가능한 광대역폭을 기반으로 QoS가 보장되

는 안정적인 비디오 전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브로

드캐스팅 형태로 비디오를 전송하므로 서비스 스크

린이 증가하더라도 대역폭은 동일하기 때문에 대역

폭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위 대역폭당 구축 비용이 저렴하며 지하 매설

없이도 망 포설이 가능하여 커버리지 확대 측면에

서 우월하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미 방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약 1500만의 가입자 비디오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

고 있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댁 내까지 망이

포설되어 있어 스크린 확대에 유리하다.  

케이블 사업자는 가구 기반 사업을 오랜 기간 해

오면서 가구 단위 비디오서비스 시장에 대한 통찰

력과 고객 접점에 대한 시장 장악력이 높아 비디오

서비스의 중심인 가구에 중심이 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2. 케이블기반 n-Screen 서비스 

1) 서버 기반 방법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기존 플랫폼을 이

용하는 방법과 신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 케

이블 MPEG 기반 헤드엔드에 별도의 장비를 이용

해서 출력을 IP 스트림으로 변환시켜 전송하는 방

법이다[4][5]. 이러한 기능을 하는 장비는 대부분의

헤드엔드 제조사에서 만들고 있으며 상용제품으로

나오고 있다. 신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

케이블 플랫폼과는 별도로 IP 기반 콘텐츠 플랫폼

을 만드는 것이다. 

<그림 2> 서버기반의 n-Screen 서비스 구성 방법 비교 

케이블 방송 헤드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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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기반 방법은 신규 플랫폼 구축에 투자가 필

요하고 QoS 확보를 위한 대역폭 문제로 고화질 서

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서비스 지역 외부에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등과 같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문제가 발생한

다. 그리고 스크린간에 연동서비스 제공과 같은 기

존 서비스와 시너지를 내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 콘

텐츠를 스크린만 확장하는 사업자 중심적인 서비스

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확장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

종속 없이 자유롭게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사업자 중심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빠르게 스크린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선

호하는 방법이다. 신규 플랫폼 방식을 이용하는 대

표적인 서비스로 CJ헬로비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TVing[6]이 이에 속한다. <그림 2>는 서버기

반의 n-Screen 서비스 구성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2) 케이블 모뎀(Cable Modem) 기반 방법  

케이블 단말기들의 특징은 방송 서비스 단말기

와 인터넷 서비스 단말기가 수신하는 헤드엔드 신

호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활용의 비효율성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케이블 모뎀

도 방송서비스의 QoS 보장을 하면서 인터넷과 방

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케이블 모뎀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한

방법이 케이블모뎀 기반 방법이고 클라이언트 방식

에 속한다.  

케이블 모뎀 기반 방법은 케이블 모뎀의 기본 기

능과 함께 방송서비스를 위해서 MPEG 기반의 방송

신호에 IP헤드를 붙여주는 기능(IP Encapsulation)

을 추가해서 케이블 모뎀과 연결된 IP 단말기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트랜

스코딩(Transcoding)과 스케일러블(Scalable) 기능

을 활용해서 댁내외 단말기들과 연결성을 높인다.

즉, 기존 헤드엔드의 아무런 변경 없이 케이블 모뎀

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단말기들에게 방송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채널을 처리하므

로 댁내에 있는 TV, PC, 모바일 단말 등 멀티 스크

린에 유무선으로 동시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방송서비스만 고려한다면 최

근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

ssion)에서 댁내 사업자 단말기의 종속성 없이 콘

텐츠 서비스를 위해서 제안하고 있는 AllVid

Gateway[7]의 접근과 유사한 점도 있다.    

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스크린 확장은 케이블 방

송이 가지는 MPEG기반 방송서비스의 안정성을 유

지하면서 IP의 개방성과 양방향성 장점을 수용하는

효율적인 STB 기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n-Screen 기반의 방송서

비스 외에도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동시

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모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케이블 모뎀 기반의 방법은 사업자 측면에서 보

면 방송서비스를 위한 가입자 단말을 슬림화 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STB 없이도

TV로 방송할 수 있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단말이나 타 사업자의 단말들과의 연결을 통해 방

송과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3>은 케이블 모뎀 기반의 n-Screen 서비

스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방송서비스를 지원

하는 헤드엔드의 변경없이 케이블 모뎀의 IP

Encapsulation과 트랜스코딩 등의 기능을 이용해

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Smart TV, IP STB,

02본본:02본본  11. 4. 5.  본본 1:00  Page 107



108 방송공학회지 16권 1호

108 특집 : 스마트TV

PC, 게임기, 스마트폰 등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자 제공 단말이 IP STB

으로 슬림화 될 수 있고 사용자 단말의 활용도를 높

일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품질 보장 문제가 있

는 실시간 방송은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VoD

나 부가서비스는 타 사업자에게 종속될 수 있어 서

비스 주도권이 전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4>는 케이블 모뎀 기반으로 n-Screen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모를 보여주고 있다. 케이

블모뎀에 연결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TV,

PC, 모바일 단말들에게 독립적으로 방송서비스를

하고 있다. 여기서 케이블 모뎀은 방송서비스와 인

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기존 케이블

방송에서 어려웠던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결합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케이블 사업자는 방송서비스의 경쟁력

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 확장에 노력했

지만 시장은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 기반으로 방송

과 전화 서비스 확대로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Telco와의 IP 서비스 경쟁력 없이

방송서비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사용

하는 네트워크 필요 단말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

반이 필요하다. 기존의 독립된 형태의 단말기나 서

비스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향후 상호 융합된 형태

<그림 3> 케이블 모뎀 기반의 n-Screen 서비스 구성(클라이언트 방식)

<그림 4> 케이블 모뎀 기반의 n-Screen 서비스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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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단말기나 서비스 통합

이 필요하다. 

3) 게이트웨이(Home Gateway) 기반 방법  

게이트웨이 기반 방법은 넓게 보면 케이블모뎀

방식과 유사하지만 STB의 기능에 n-Screen 서비

스를 위한 트랜스코딩(Transcoding)과 스케일러블

(Scalable)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 기반 방법은 하나의 단말기로 구

성하거나 기존 케이블 STB 기반 서비스에 별도의

외부단말을 연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 방식을 하나의 단말기로 구성하면

TV를 케이블 방송서비스의 중심으로 하는 멀티룸

서비스와 같은 콘텐츠 스크린 확산과 단말기간 콘

텐츠 공유에 효율적이고 하나의 단말기에서

TPS(Triple Play Service)를 제공하므로 서비스간

에 융합을 필요할 때 유리한 방법이다. 케이블 플랫

폼이 가정내 소규모로 제공되는 구성이므로 가정내

서비스는 헤드엔드와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 하지만 케이블 모뎀 방식에 비해 인터넷 서비스

가 조금 어려워지고 가입자단이 방송단말이 슬림화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별도의 외부단말

을 이용해서 구성한다면 기존 방송서비스에서 큰

투자 없이 원하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콘텐츠 스크린

확산 외 다른 서비스는 지원이 어려운 구조이다. 게

이트웨이 기반 방법의 예는 북미 위성방송 사업자

인 Dish Network의 SlingLoaded DVR과 Sling

Adapter서비스이다[8]-[10]. 

게이트웨이 방식에서는 단말기간에 콘텐츠 공유,

검색, 이동, 보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기간 미디어 콘텐츠 공유를 위한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

용한 장치간 상호 인식을 위한 UPnP(Universal

Plug and Play), 인터넷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DTCP-I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over Internet Protocol) 등의

프로토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와

같은 서버 연결된 클라이언트 단말이 서버와 동일

한 UI/UX와 슬림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RVU, 집

안에 있는 모든 유선네트워크에서 모든 종류의 콘

텐츠를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G.hn 등을 고려해

야 한다.  

조금 더 서비스를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케이블

사업자는 가구기반 사업을 해 왔고 가구기반 서비

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기반으로 서비스 확산

을 해야 하므로 케이블의 헤드엔드 역할을 하는 가

정용 플랫폼으로 홈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댁내외

서비스와 가구내 증가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서비스

단말들과 연결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확산과 서비

스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 

4) 클라우드(Cloud) 기반 방법

클라우드 기반 방법은 사업자 제공 콘텐츠 서비

스와 함께 사용자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개인의

서비스 환경과 경험을 여러 윈도우로 옮겨 주는 것

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n-Screen 서비스라고 하

면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비디오 서비스의 윈도

우 확산 서비스를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사

업자 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가 서비스 환경이 어떠한 윈도우에도

있기를 원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중에 사업

자 제공하는 콘텐츠는 그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개인의 콘텐츠 단말기와 사용환경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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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방식에서 콘텐츠는 사업자 콘텐

츠, 사용자 콘텐츠, 개방형 콘텐츠 등을 서비스하고

단순히 비디오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데이

터, 개방형 서비스 등을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 확장

이라는 측면에서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그림 5>는 클라우드 기반의 n-Screen 서비

스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3. n-Screen 서비스를 위한 고려사항 

n-Screen 서비스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다양

한 형태로 할 수 있고 아직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성

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준비하기 전에 여

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도 PC나 모바일

단말기 등을 통해서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콘텐츠 중심의 스크린 확장 서비스들이 있지만 아

직 시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콘텐츠 서비스와의 관계와 서비스 윈

도우간에 연결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 n-

Screen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

해서 검토해야 한다. 

1) 디바이스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방법도 다르다.

TV는 대부분 고정장소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바일 단말기

는 일하는 일과시간 동안 이동이 가능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 이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무시

하고 모든 스크린에 동일한 콘텐츠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단말기들은 충전문제로 장기적

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과 TV가 있는 가

정에서는 모바일이 있더라도 대부분 TV로 시청한

<그림 5> 클라우드 기반의 n-Screen 서비스(서버 방식 + 클라이언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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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단말들이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대체제 인지 아니면 보완제 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바일이나

Tablet PC 등을 TV와 같이 독립적인 콘텐츠 소비

스크린으로만 판단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TV 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이나 Tablet PC들이

상호간에 EPG(Electronic Program Guide),

SNS(Social Network Service), 리모콘, 부가서비

스, 콘텐츠 공유 및 전달 등도 지원하는 구조로 할

것인지 이다.     

2) 사용자들은 시간이 없다. 

이미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시간은

대부분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에 맞게 생활하고

있다. 그 시간 중에서 일부 시간만 단말이나 서비스

가 가능하고 그 소비 시간이나 방법도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PC, 모바일 단말기들을 통한 추가적인

콘텐츠 소비시간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일반

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시간과 같은 잉여시

간에 고객 단말기를 통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

츠 소비를 예상하지만 이미 MP3, 책, 학습, 무가지

등을 통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바쁜 사용자의 시간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댁내에서 TV 외 다른 단말

기로 콘텐츠 소비를 예상하지만 핵가족화와 계층별

시청시간 차이로 인해 TV가 점차 1인 매체로 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콘텐츠 서비스 비용지불 의사가 약하다. 

방송은 무료라는 한국적 정서가 강하고 불법적

콘텐츠 유통시장이 상존하고 있어 콘텐츠 유료화

모델이 정착하는 것이 어렵다. 기존 DMB 등의 서

비스가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설

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TV의 유료방

송 시장의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볼

수 있는 TV의 비용보다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PC

나 모바일 방송 비용이 비싸게 해서는 고객 확산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4) 콘텐츠 수급비용 부담과 저작권에 대한 논

란이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생

산 경로가 많아지고 경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시장의 규모자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콘

텐츠의 생산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규 디바이스를 통한

스크린의 확대는 수익 확대의 기회로 생각하고

iPAD와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길 때 마다 추가

판권을 요구하면서도 콘텐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스크린이 확대

되더라도 유료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모델이

불확실하고 Tablet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간의 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이다. 또한 n-Screen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윈도우

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적 복제 영역

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은 스크린 확대에 따른 수

급비용 지불의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슬링(Sling)[11]과 같이 단말기를 통

한 스크린 확대 방법은 아직 다른 나라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결정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의 시장환

경에서 판단도 관심있게 보아야 한다.  

5) 대체 혹은 유사 서비스가 많지만 아직 성공

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DMB, 위성 DMB, 슬링,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스마트폰 TV앱 등 다수의 대체 서비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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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쟁 서비스들이 있고 아직 국내에서는 서비스

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애

초에 시장이 없을 수도 있고 단순히 기존 비디오 콘

텐츠를 이용한 스크린 확대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은 없지

만 기술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모바일 관련 방

송 서비스라고 보는 시장의 시선도 있다. 이러한 논

란에서 벗어나고자 2번째 TV라고 접근 할 수도 있

으나 이미 가정에 TV 보급은 평균 1대가 넘었고 TV

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가정은 TV를 추가

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6) 법률과 규제적인 논란 가능성이 있다.    

n-Screen 서비스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방송법

상 방송으로 정의되고 IP를 이용하므로 IPTV로 분

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IPTV 사업의 허가, 방송

통신위원회의 사업 재허가, 권역 준수 의무, 심의

기준 관련 규정과 절차 등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준

수하고 있는 법률과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 위반과 기존 매체와의 비대칭 규제

의 논란 가능성이 있다.

7) 고객 유지(Retention) vs 신규 수익원  

콘텐츠 시장이 독점구조에서 자유경쟁으로 바뀌

면서 사업자마다 서비스 경쟁력과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 고객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고 n-Screen 서비스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업자 마다 시장상황에 대한 판

단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은 다를 수 있다.

이때 TV 시청시간이 줄고 있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

로 시청시간을 늘리고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인지 아니면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방법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은 수익모델을 만들기가 어

렵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유지하

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접근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 외에도 최근 개방형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서

버기반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각 스크린

을 구분해서 별도의 스트림을 생성해서 전송해야

한다는 것도 사업자에게는 부담이다. 수익이 불확

실하지만 플랫폼 투자와 네트워크 비용은 새로운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생길 때 마다 지속적으로 증

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객에게 TV만을 대상

으로 서비스를 할 때 보다 모든 디바이스에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원가는 증가하지만

고객에게 더 많은 비용을 받기가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의 확장을 위한 독립적인 소비 창

구가 생겼다고 고려하기 보다는 단말기의 개별적인

특징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시너지를 위한 도구

가 증가했다고 고려해야 하고 사업자 중심의 콘텐

츠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는 댁내 TV를 중심으로

사용자 단말기가 콘텐츠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구조

가 되어야 기존 사업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며 사

용자 단말들은 TV를 통한 콘텐츠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Ⅳ. 결 론 

사용자 소유의 네트워크 스마트 디바이스 증가와

광대역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의 보편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에 n-Screen 서비스는 콘텐츠 관련 사업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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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서 서비스 스크린 확

대와 시장의 확장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서비스

이다. 사용자와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는 신규 서비

스 모델로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지금까지 사용자에

게 직접 서비스를 해왔던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

서는 경쟁자들로부터 고객을 지키는 도구이면서 새

로운 디바이스를 이용한 신규 수익 서비스 모델로

서의 가능성도 같이 원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 n-Screen 서비

스는 대부분 대용량 비디오 콘텐츠가 기반이 되므

로 방송서비스에 적합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가지

고 있다는 측면과 이미 방송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미 DMB나 웹(Web)을 통해서 n-Screen 서비

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아직 성공적인

시장형성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서 차별

성 있는 서비스 접근을 해야만 불확실한 시장 환경

요소들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업환경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판단과 선택

은 다를 수 있지만 케이블 기반 n-Screen 서비스

는 케이블망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사업자 제공 콘

텐츠의 일방적인 스크린 확장에서 탈피하여 사용자

콘텐츠도 포함하면서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확대하

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크린 간에 연결이

되는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서

비스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개방형 구조에서 확장성

도 가져야 한다. 사용자 단말기간의 콘텐츠 공유,

이동, 검색, 전달, 변환 등도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

소이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과 네트워

크 연결방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n-Screen 서비스가 단기간에 비디오 시장의 성

장을 빠르게 견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용자의 서비

스 경험확대와 콘텐츠 융합 서비스의 보편화 등으

로 점진적인 보편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n-Screen

서비스에서 콘텐츠의 단순한 스크린 확산보다는 이

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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