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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방송 기술은 1954년 미국에서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의 컬러 방송

을 시작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TV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방송 기술에서 차세대 방송

기술로 크게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방송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가 활성화되면

서 지상파, 케이블 방송과 함께 IPTV 방송도 크게

성장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과 글로

벌 가전 업체들을 중심으로 ‘방송과 인터넷 융합’을

모토로 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송 기술이 부상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방송의 대표적인 기술은 유

럽 표준 기구인 ETSI(European Telecom-

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가 제안한

HbbTV(Hybrid Broadcast and Broadband TV)와

일본의 하이브리드캐스트(Hybridcast) 기술이며,

두 기술은 이미 표준이 제정되고 상용 시스템 개발

단계에 이르렀다[1,2].

실시간 방송과 인터넷을 융합한 유럽식 데이터

방송인 HbbTV는 독일을 중심으로 주변 유럽 국가

에서 상용화되며 기술 확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HbbTV는 기존 방송의 콘텐츠/서비스와 인터

넷의 콘텐츠/서비스를 융합하여 기존의 단방향 방

송 서비스에서 고부가치 양방향 방송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범 유럽의 차세대 방송 기술 표준이다[1].

최초 HbbTV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는 기존의 방송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시청자에게 고

부가치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 융합형

방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술 표준화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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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ETSI는 최근 HbbTV 2.0 또는 HBB-Next 라

는 이름으로 새로운 HbbTV 기술 표준을 진행하고

있다. HBB-Next는 기존 HbbTV에서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멀티

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2]. HbbTV가 단순히 방송과 인터넷을 활용한 망

융합 고부가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데 있었다면

HBB-Next는 HbbTV에서 갖추지 못했던 멀티스크

린 서비스, 제스처/음성 인식, 클라우드, 개인 맞춤

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3]. HBB-

Next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

양한 미션을 해결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복수의 세

컨드 스크린(Second Screen)과 HbbTV를 연동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 동기화 이슈다.

하이브리드캐스트(Hybridcast)는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인 NHK 산하 방송 기술연구소의 주도

로 2010년부터 개발되어, 2013년 9월부터 ‘NHK 종

합 채널’ 을 통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인 하이브

리드 방송 기술이다[2]. 하이브리드캐스트 기술

개발은 현재 NTV, TBS, 후지TV, 와우와우 등 민

영 방송사들과 일본 국내 주요 단말 벤더 및 통신

사업자 등이 동참하여 하이브리드캐스트 기술 프

로토콜을 이용한 응용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캐스트 기술은 앞에서 언급한 HbbTV

기술과 같이 인터넷과 방송 콘텐츠의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이브리드 전송 기술이다. 하이브리

드캐스트는 민영 방송과 단말 벤더들과의 유기적

인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빠르게 상용화에 접근하고 있는 기술이다. 

방송과 인터넷을 융합한 방송 기술은 이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중이다. 국

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지상파 방송국 등이

차세대방송표준포럼을 2010년에 발족해, 방송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하는 OHTV(Open Hybrid

TV)[4] 표준을 제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리턴 채

널 활용 및 양방향 방송 서비스를 이용한 하이브리

드 TV 기술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디지털

표준 규격인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송을 고려한 3D

TV 관련 ATSC 3.0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5]. 

이와 같이, 방통융합 서비스 시장을 구축하기 위

해 국제 표준 및 프로젝트 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미

디어 전송 기술 관련 표준 및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미디어 전송 분야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방송 및 동기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문제 및

해결 방안을 많은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6]-

[10]. A. Veenhuizen[8]와 윤국진[9]은 하이브리드

전송을 통해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에

타임 정보 또는 프레임 정보를 부가 정보로 보내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R. V. Brandenburg[10]은 하

이브리드 네트워크와 이종 단말 간의 동기를 위한

Wall Clock 이용 방법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 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터넷

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송 기술에 대한 개념을 Ⅱ장

에서 간략히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하나의 디바이

스에서 하이브리드 콘텐츠 동기화 방안과 인터-디

바이스 환경에서의 동기화 방법에 대한 기술을 설

명하고 Ⅳ장에서 하이브리드 방송과 동기화 기술의

제언과 함께 결론을 맺는다.

Ⅱ. 하이브리드 방송 개념

하이브리드 방송은 많은 국가 및 표준 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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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방송시스

템은 기존의 방송망에 통신망과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기존

방송망에서 제약되어 왔던 단방향성 및 협대역

전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기술을 바탕으로 방송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향상된 고부가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자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였다.

최초 하이브리드 방송 개념은 기존 방송망과 인

터넷만을 융합한 양방향 방송 기술이었다. 즉, 방송

망으로는 기존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인터넷으

로는 방송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 및 비디오를 전송

하여 하나의 재생 장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식이다. <그림 1>은 하이브리드 3D 방송 기술의 예

로 기존 방송망으로는 2D 콘텐츠(좌영상)를 전송/

수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3D 서비스를 위한 부가 콘

텐츠(우영상)을 스트리밍하여 기존 TV에서는 2D

영상을 시청하고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수신이 가능

한 TV에서는 3D를 시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초

의 하이브리드 방송 기술은 방송망과 인터넷을 동

시에 수신할 수 있는 단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서

비스 제공 기술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기하급수적인 발전과 미디어

재생장치 인프라 증가로 인해 멀티스크린 개념이

빠르게 도입됨으로써,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 방송

은 방송망과 인터넷 그리고 이종의 기기를 융합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 방송과 인터넷 인프라를 융합뿐만 아니

라 다양한 재생 장치 연동을 통한 새로운 하이브리

드 방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특히 HbbTV 프

로젝트는 최초 1.0 버전에서는 <그림 1>과 같은 기

본적인 하이브리드 개념에서의 표준이 제정되고,

HBB-Next (HbbTV 2.0)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멀

티스크린을 포함하는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그림 2>는 인터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하이브리

드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방송 네트워크

와 인터넷을 통해 이종의 기기를 이용하여 서로 다

른 뷰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멀티앵글 방송이다.

이 외에도 멀티스크린과 방송/인터넷을 융합한 새

로운 서비스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복

수의 세컨드 스크린과 기존 하이브리드 전송 시스

템간의 연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

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1> 한 개의 디바이스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전송 기반 3D 서비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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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이브리드 방송 동기화 기술 

최근 광대역 통신망의 발달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TV, 스마트

폰, 테블릿 PC 등과 같은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스

마트 기기가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기존의 고정

형 미디어 재생 장치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

텐츠를 소비하고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권 국

가에서는 앞다퉈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종의 기기와 네트워크를 활

용한 양방향/개인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표

준 및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양한 고부가

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동기화 문제가 큰 이

슈가 되고 있다.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 동기화는 다

음과 같이 구분하며 정의할 수 있다. 

* 인터-미디어 동기화: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하

여 콘텐츠를 전송하고 하나의 미디어 재생장치

에서 서로 다른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한 동기

화 

* 인터-디바이스 미디어 동기화: 방송과 인터넷

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전송하고 두 개 이상의

미디어 재생 장치를 통해 서로 다른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한 동기화

인터-미디어 동기화 기술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개발되어 실제 미디어 시장에서 정확한 동기를 제공

하고 있다. 인터-미디어 동기화는 <그림 3>과 같은

환경에서 콘텐츠간 동기를 의미하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한 동기화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미

디어 동기화 기술에 대한 솔루션은 하이브리드캐스

<그림 2> 인터-디바이스 환경에서의 하이브리드 전송 기반 멀티앵글 방송 서비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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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방송 기술에 제시한 동기화 솔루션과 하이브리드

전송 기반 3D 방송 기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이브리드캐스트 방송은 인터넷 스트리밍 특성

을 고려하여, 인터넷 콘텐츠를 미리 송출하고 방송

과 인터넷을 수신하는 TV 또는 STB(Set Top Box)

를 통해 버퍼 제어 기술로 간단히 동기화 가능한 솔

루션이 제시되었다. <그림 3>은 하이브리드캐스트

에서 제안하는 인터-미디어 동기화 모델 및 시스템

구성이다. 일본의 하이브리드캐스트 기술은 방송

사업자가 네트워크 전송 서버를 보유하고 방송 프

로그램이 MPEG-2 TS(Transport Stream)으로 다

중화하는 시점에 시스템 클락을 공유하여 방송 콘

텐츠와 인터넷 콘텐츠의 클락을 동일하게 설정한

다. 인터넷은 방송망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터

넷 콘텐츠를 방송 콘텐츠보다 미리 전송하여 동기

화 버퍼에 쌓는다. 튜너를 통해 수신한 방송 콘텐츠

는 시스템 클락 값을 포함하고 있고 이 클락 값은

인터넷 콘텐츠와 방송 콘텐츠간의 동기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캐스트 동기화는

시스템 클락을 기반으로 버퍼 제어를 통해서 동기

화 할 수 있다[2].

ATSC는 방송망과 인터넷을 이용한 스테레오스

코픽 3D 영상을 전송하고 재생할 수 있는 하이브리

드 3D방송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5]. ATSC에서는

MPEG-2 TS 전송 포맷을 기본으로 TS 포맷 내에

있는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패킷

안에 MPI(Media Paring Information) 메타데이터

를 삽입하여 비디오에 대한 프레임 넘버를 표기함

으로써 동기화가 가능하다. 전송 및 수신 형태는 하

이브리드캐스트 시스템 구조와 유사하며 인터넷 콘

텐츠를 미리 전송하여 동기 버퍼에 저장한다. 저장

된 콘텐츠는 방송 콘텐츠와 동일한 프레임 넘버의

영상을 비디오 렌더링하여 3D 영상을 시청 할 수

있다. <표 1>은 PES 패킷내에 정의된 MPI 신택스

구조이다. MPI 신택스는 미디어 정보와 함께 25bit

크기의 프레임 넘버를 삽입하여 동기 정보를 제공

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인터-미디어 동기화를 한

다.

앞에서 언급한 인터-미디어 동기화 기술은 하나

의 디바이스에 동기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버퍼 제

어 및 간단한 동기 정보를 삽입하여 미디어간 동기

가 가능했다. 하지만 인터-디바이스 미디어 동기화

<그림 3> 인터-미디어 동기화를 위한 하이브리드캐스트 방송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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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종의 전송 특성과 이종 단말에 대한 특성을 고

려한 정확한 동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미디어 동

기와 다른 솔루션이 요구된다. 인터-디바이스 미디

어 동기는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 방법이나 표준이

제정되지 않았다. 

HBB-Next에서는 인터-디바이스 미디어 동기

를 위해 Wall Clock 방식을 채택했다. Wall Clock

방식은 메인 스크린 디바이스와 세컨드 스크린 디

바이스에 동일한 Wall Clock를 설정하여 디바이스

간 동기를 맞춘다. 디바이스간 동기를 위해 사용되

는 Wall Clock은 NTP(Network Time Protocal)을

사용한다. NTP는 네트워크상에 컴퓨터의 시간을

동기화하도록 고안된 프로토콜이다. 보통 디바이스

시스템 내부에는 RTC(Real Time Clock)를 사용하

여 내부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디바이스간

성능에 따라 내부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경

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디바이스간 정확한 동기를

위해서는 시간을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는 Wall Clock을 이용한 인터-디바이스 동기화 방

식으로 디바이스간 동기를 NTP로 설정하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콘텐츠 클락을 동시에 재생하는 방

식이다. 이 기술은 Wall Clock과 콘텐츠 재생 시간

만을 서로 동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방송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도 동기화할 수 있으며, 기

술을 구현하기 위한 복잡도가 발생하지 않고 새로

운 메커니즘의 동기화 알고리즘 없이 구현 가능하

<그림 4> HBB-Next의 인터-디바이스 미디어 동기화 방법

<표 1> media_paring_information syntax

Syntax No. of bits Format

media_pairing_information() { 

referenced_media_filename_length 8 uimsbf

for(i=0;i<referenced_media_ filename_length;i++){ 

referenced_media_ filename_byte 8 uimsbf

}

reserved 7 ‘1111111’

frame_number 25 uimsb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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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자 등은 인터-디바이스 미디어 동기를 위해 기

존 PTS(Presentation Time Stamp) 동기와 Wall

Clock 동기를 융합한 새로운 동기화 방법을 제시한

다. 이는 MPEG-2 TS(Transport Stream) 컨테이

너 전송 포맷 기반의 방송 콘텐츠와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기반의 인터넷

콘텐츠를 이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구

조이다. 또한 수신 측 기기는 동기화를 위해 마스

터 역할을 담당하는 스마트TV와 서브 스크린을

위한 스마트 기기로 구성된다. 

MPEG-2 TS는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방

송 규격 전송 포맷이다. MPEG-2 TS는 비디오, 오

디오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Mux하여 128Byte로 구

성한다. TS 헤더에는 콘텐츠들에 대한 타임스탬프

값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값은 비디오와 오디오 콘텐

츠를 하나의 단말에서 동기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타임스탬프 값은 비디오 기준으로 PTS와

DTS(Decoding Time Stamp)를 90Khz 클럭 단위

로 표현한다. PTS는 인코딩하는 시점의 타임 값으

로 H.264/AVC(Advanced Video Coding)의 Main

Profile 이상으로 인코딩 시 B-프레임으로 인한 시

간 역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TS 헤더에는

디코딩되어야 할 시점을 알려주는 DTS 값을 함께

전송한다. 하지만 MPEG-2 부호기와 H.264/AVC

Baseline profile의 경우 B-프레임 인코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코딩하는 시점과 디코딩하는 시점이

일치한다. 따라서 PTS와 DTS는 같은 타임 값을 갖

기 때문에 TS에서는 PTS 값만을 표기하여 전송한

다. MPEG-2 또는 H.264/AVC baseline profile

기반으로 인코딩된 콘텐츠를 전송하는 시스템에서

는 이종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서로 다른 콘텐츠를

PTS 기반으로 동기화가 가능하다.

DASH는 IP 기반의 환경 적응적 HTTP 스트리

밍 표준 기술이며 MPEG-2 TS 컨테이너 포맷으

로 구성된 콘텐츠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제한된 대역에 적응적으로

끊김 없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DASH 또한

MPEG-2 TS 포맷을 기반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PTS 그리고 DTS와 같은 타임스탬프 값을 포함하

고 있다. 

MPEG-2 TS와 DASH는 같은 컨테이너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종의 네트워크 또는 이종의 단

말에서 서로 다른 콘텐츠를 수신하여 동기화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두 전송 포

맷은 PTS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 지연과 프

로세싱 지연을 고려하면 정확한 동기가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은 3가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환

경에서 정확한 동기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요구사

항은 다음과 같다.

* 방송 서버와 인터넷 서버는 동일한 타임스탬프

값, 즉 절대적 레퍼런스 클럭을 구성해야 한다.

* 인터넷 콘텐츠는 끊김 없이 전송 가능해야 한

다.

* 인터넷 콘텐츠는 방송 콘텐츠보다 먼저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는 PTS 예측 기반 인터-디바이스 미디

어 동기화 예시이다. 여기서 NTP는 기기간(스마트

TV, 스마트기기)의 동일한 Wall Clock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값은 PTS를 예측하기 위한 지연

오차를 계산하는 값으로 사용된다. 디바이스가 스

마트TV로 PTS 값을 요청했을 시점의 Wall Clock

을 T0라고 했을 때, 스마트TV는 스마트 기기와 스

마트TV간의 전송 지연에 의해 T1위치에서 P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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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하게 된다. T1 시점에서 호출한 PTS(T1)은 스

마트TV의 프로세싱 지연과 응답 지연에 의해 스마

트 기기는 T3 시점에서 PTS 값을 수신하게 된다.

여기서 PTS(T1)이 그대로 응답했을 경우, 스마트

TV와 스마트 기기는 T1에서 T3 시간 간격의 PTS

오차를 갖게 된다. PTS를 호출한 시점인 T1 시간과

PTS(T1)을 스마트 기기로 전송하고, 스마트 기기는

수신한 시점의 T3 시간을 이용하여 현 시간의 PTS

를 예측하게 된다. PTS 예측 방법은 수식 (1)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PTS (T3) =PTS (T1)+PTS (∆T)               (1) 

여기서 PTS(T1)은 스마트TV가 전송한 T1 위치의

PTS 값이며 PTS(△T)는 지연 시간에 따른 PTS 값

이다. PTS(△T)는 수식 (2)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 PTS 예측 기반 인터-디바이스 미디어 동기화 방법

<그림 6> PTS 예측 기반 인터-디바이스 미디어 동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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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T)=(T3-T1)×9000             (2)

T3는 스마트 기기에서 PTS 값을 수신한 시점의

Wall Clock이고 T1은 스마트TV가 전송한 PTS 호

출 시점의 Wall Clock이다. 또한 PTS는 초당

90Khz의 Clock을 생성하므로 지연 시간에 90000

을 곱하여 PTS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6>은 PTS 예측 기반으로 제시한 동기화

결과를 나타낸다. PTS만을 이용한 방식을 이용할

경우 4~6(120 ~ 180ms) 프레임 이상의 동기 지연

오차가 발생하지만 PTS 예측 기반의 동기화 시에

는 1 프레임(30ms) 이내의 동기가 가능하다. 

Ⅳ. 결 론

하이브리드 방송은 이미 국내 OHTV와 국외

HbbTV, 하이브리드캐스트 등의 기술을 통해 상용

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특히 HbbTV 솔루션은 국내

및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TV 및 STB에 적용하는 사

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이 하이브

리드 방송 기술이 성공할 수 있던 배경은 기존의 방

송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인터넷과 세컨

드 디바이스만을 추가하여 다양한 기능 및 새로운

방통 융합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제공 가능하기 때

문이다. 

새롭고 안정된 방통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이

종 네트워크와 이종 기기간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

려하여 정확한 콘텐츠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초

기 싱크 정보 전달 방식, 서로 다른 기기에서의 플

레이어 재생 처리 지연, 버퍼링 문제, 인터넷 콘텐

츠의 스트리밍 방식 등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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