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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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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IPTV 서비스에서 개방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PTV 융합서비스 플랫

폼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먼저 사용자의 소비행태 변화

에 따른 차세대 IPTV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플랫폼 

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는 개방형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Open API, 

SOA, SDP 등의 기술 및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SDP 기반 플랫폼의 논리 구조 및 진행되고 있는 IPTV 융합서비스 플랫폼의 개념에 대

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외에서 진행중인 개방형 서비스 및 개방형 IPTV에 

대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IPTV 융합서비스 플랫폼의 미래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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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존 아날로그 형태 방송서비스의 디지털전환을 계
기로 기존 방송 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IPTV, 

DMB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전달 매체가 등장하였
다. 이는 제한된 전파 영역을 통하여 서비스되던 방
송이 인터넷과의 결합을 통하여 서비스 영역 및 기
술 특성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디지털 기반의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인 IPTV 서비스는 전세계 280여 개 이상의 사업자
들에 의해 시범 또는 상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
며[1], 음성, 데이터 및 방송이라는 세 가지 미디어
의 결합을 의미하는 TPS를 시작으로 이동성을 덧붙
인 QPS로 발전하고 있다[2]. 

IPTV로 대표되는 디지털 방송이 가져온 대표적
인 환경 변화는 통신의 리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
방향 방송 비즈니스의 등장이다. “거래의 매개로서
의 TV”로 대변되는 아날로그 시대의 단순한 시청이 

아닌, 시청자와 직접 연결되어 그 반응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는 TV”로의 변화이다. 

또한 방송에 통신기능 및 연동 정보의 융합을 통하
여 통신기능 융합((그림 1) 참조), 프로그램 연동형 

정보, 양방향 광고,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양방향 TV 

콘텐츠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광대역 통신망의 출현, 디
지털 방송기술의 발전 및 웹 2.0을 모토로 하는 사용자
의 정보 소비행태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4].  

(그림 2)에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들의 정보 소비
행태 변화를 보면, 사용자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
들이던 시대에서 양방향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
용하며 정보를 창출하는 주체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5]. 정보의 이용 패턴도 소유에서 공유에 의한 새로운 

정보가치의 창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5],[6]. 

이처럼 개인적이면서 공유와 참여를 추구하는 복
합적인 이용자들의 정보 소비행태를 지원하며,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융합서비스가 차세대 IPTV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유선 기반의 양방향성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

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IPTV 서비스와는 달
리, 모바일 IPTV와 같은 차세대 IPTV 서비스는 이
동성 및 개방형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유무선 기
기를 통하여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IPTV 서비스 진화 방향에 

근거한 플랫폼 기술의 필요성과 그 동향에 대하여 고
찰하며, 관련된 IPTV 플랫폼 기술개발에 대해 간략
하게 소개한다. 

Ⅱ. 차세대 IPTV 서비스 

1. 차세대 IPTV 서비스 정의 

ITU-T IPTV-GSI[7] 및 방송통신위원회[8]에
서 정의한 현재까지의 IPTV 서비스는 품질보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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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신뢰성이 보장되는 IP 망을 통한 유선 기반의 

양방향성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모바일 IPTV 등 IPTV 서비스에 모바
일 기술을 접목하려는 유무선 통합이 산학연 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4A 

(any service, any device, any time, any where) 
를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QPS IPTV 서비스가 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의 폐쇄적(walled 

garden)인 서비스 제공 형태가 개방형(open access) 

구조로 변하며,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단말과 플랫
폼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현재 IPTV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 범
위 및 특성을 수용하면서, (그림 3)에 보인 것과 같이 

개방형, 맞춤형, 개인화의 측면이 강조되며 유무선 

단말이 협업하는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형태로 차
세대 IPTV 서비스가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형은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생성되어 사용자
에게 전달되는 환경에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단체나 

개인에게 서비스 생성 및 전달의 권리를 부연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는 사업자만으로는 다량의 융합서
비스 및 개인화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
문이다. 관련 기술로는 네트워크에 분산된 다양한 

응용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진화를 용
이하게 하는 Open API 기반 매시업(mashup) 서비
스, SOA 기반 웹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있다. 

개방과 더불어 망 인프라를 가지지 않은 소규모
의 사업자 및 개인도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프로슈
머형 서비스가 차세대 IPTV의 주요 특징이 될 것이
다. 이는 아파트, 병원 등 소규모 단위의 그룹 방송 

및 UCC 등의 개인방송의 IPTV 인프라를 통한 활성
화를 의미한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 받던 사용
자가 정보 제공자가 되어 상행위에 직간접적으로 포
함되는 것이다. 개인화는 또한 다수에게 동일한 정
보가 전달되는 기존 개념에서 탈피하여 사용자의 목
적에 맞게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IPTV에서는 서비스가 유선 셋톱을 통해서
만 전달되었으나, 개인이 소유하는 유무선 기기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모바일 IPTV에의 수요가 생겨
났으며,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다수의 유무선 기기
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협업서비스가 등장
할 전망이다. 

2. IPTV 플랫폼의 필요성 

개방, 공유, 참여를 표방하는 웹 2.0 서비스들이 

IPTV 서비스로 접목되며, 다양한 양방향성 서비스
들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수많은 서비스들이 단기
간에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러나 현
재의 서비스 개발 환경은 몇몇 통신 기업이 자신들
의 망 자원 내에서 한정된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
다. 즉 현재의 서비스 전개 방식은 서비스의 수요가 

생길 때마다 개개의 서비스가 수직적 구조로 개발되
는 형태로 이루어져 서비스 복잡성, 자원의 집약성 

및 관리 비용 증대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Open API, SDP 등의 플랫폼 기
술이다. 

(그림 4)에서와 같이 플랫폼은 망 사업자에 독립
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주며, 기존 서
비스의 재활용을 통하여 서비스 개발 기간을 획기적
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기존 서비스의 재활용성은 다양한 융합형, 개인
형 서비스의 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며, 개발기간의 단
축을 통하여 가격 경쟁의 우위를 가져오며 빠른 상용
화를 통하여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3서비스 사업(그림 3) 차세대 IPTV 융합서비스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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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를 가져온다.  

Open API, SDP 등의 플랫폼 기술을 IPTV 서비
스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Open API는 통신망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API로 

표준화하고, 웹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공개하
여 응용개발자들이 통신망에 독립적으로, 새로운 융
합형 통신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게 한다[9]. 또한, Open 

API는 망의 세부 구현 내용을 추상화하여 망의 기능
요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10],[11]. 

IMS와 함께 다양성의 웹 2.0 시대의 수많은 서비
스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SDP를 최근 국내외 통
신사업자들이 채용하고 있다. SDP는 기존의 네트워
크 및 플랫폼 자원을 공통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의 신속한 개발 및 서로 다른 다양한 서비스들의 연
동/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개발/전달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11]. 

SDP와 IMS는 서비스의 생성과 전달을 위한 개
방형 환경을 제공한다. IMS는 SDP에 플러그인 되
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SDP의 경향은 계층, 웹 서비스, 오케스
트레이션(orchestration) 등과 같은 것을 위하여 서
비스 지향구조(SOA)를 채용하고 있다. SOA는 엔터
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개별 기능들을 비
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춰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
립 및 재사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표준 기

반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 요소의 쉬운 재구성으로 

새로운 서비스 생성을 도와 준다.  

다음 장에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상세한 동향을 

살펴본다. 

Ⅲ.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동향 

1. Open API 개념 및 표준화 동향 

Open API는 통신망의 기능들을 추상화시킨 인터
페이스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신망(유선전화망, 이동
전화망, 데이터 통신망, 방송망 등)의 구조 및 기술
에 독립적으로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12],[13]. 

Open API를 통신망에 도입하게 되면, 새로운 서
비스의 개발을 단축할 수 있고, IT 개발 인력을 서비
스 개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서비
스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날로 다양해지는 고객의 서
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Open API는 통신망의 기능을 추상화하는 정도
에 따라서 CORBA 기반의 Parlay/OSA API와 웹서
비스 기반의 Parlay X API로 나뉘어 Parlay 그룹, 

3GPP, ETSI 공동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ㆍ다량의 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ㆍ융합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서비스  

이용환경 변화 

ㆍ일체형 서비스 

ㆍ망사업자 종속적 
ㆍ서비스 개발이 오래 걸림 

기존 

개발 환경 

ㆍ서비스 개발 기간 단축 

ㆍ개인 맞춤형 서비스 

ㆍ융합형 서비스 

플랫폼 

ㆍ가격 경쟁 우위 

ㆍ서비스의 차별화 

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ㆍ빠른 상용화 

ㆍ제3서비스 사업자 양성 

비즈니스  

기회확대 

(그림 4) 플랫폼의 도입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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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ay/OSA API는 현재 버전 5.1까지 공표되어 

있으며, 12종류의 통신망 기능들이 CORBA 기반의 

IDL로 정의되어 있다. 반면, Parlay X API는 웹서비
스 기반의 인터넷 응용에서 통신망의 기능을 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Parlay/OSA API들
을 더욱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XML 기반의 WSDL 

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는 Open API 인터페이스
이다.  

개방형서비스(Open API) 기술은 초기에는 분산
시스템(주로, CORBA) 기반에서 통신망 표준 인터
페이스(Parlay Open API)를 정의하였으나, 비 통신 

전문가가 이용하기엔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 

이후, 컴퓨팅 자원을 개방(open)하여 다른 사람들
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비스(web ser-

vices)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Parlay Open API를 

웹 서비스 기술을 적용하여 재정의한 것이 웹 서비
스 기반(Parlay-X) Open API 이다. 이들의 Open API

는 보다 간단하고 XML 기반 프로토콜(SOAP, WSDL)

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 통신 전문가들이 이용하기 

훨씬 쉽다. 

2. 웹에서의 Open API 

Parlay X가 통신망의 기능을 쉽게 사용하기 위한 

Open API라면 웹에서는 XML/SOAP 기반의 웹서
비스, 그리고 XML-RPC, RSS/Atom 등으로 구현되
는 Open API 기술이 있다. Open API란 어떤 서비
스가 자신의 서비스 기능 일부를 API 형태로 공개함
으로써 외부에서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구글, 아마존 등이 자사의 서비
스 기능을 웹서비스나 그보다 단순한 REST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REST 형식의 개방은 SOAP을 이용
하는 웹서비스에 비해 XML+HTTP 형식을 사용함
으로써 단순하지만 4~10배 정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 사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웹에서의 Open API 기술은 매시업을 통하여 융
합서비스를 생성하는 데도 사용된다. 매시업은 하나 

이상의 응용을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또는 응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구글맵 API가 공개된 후 이
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매시업을 활용하면 서비스 개발자가 자
신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 Open API

를 이용하여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다.  

3. SOA 및 Web Service 

SOA 기술은 기업 내의 컴퓨팅 자원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재사용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
자는 목표로 대두된 기술로, 대표적인 구현 기술로
써 최근에 웹서비스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웹서비스 기술은 이질적인 자원들을 약한 결합
(loosely coupled)된 방식으로 연계 통합이 가능하
게 하여, 자원의 서비스화를 웹 상에서 실현할 수 있
게 하는 것으로 SOAP, WSDL, UDDI 기술이 근간
이 된다. 

통신망 구조 관점에서 SOA는 서비스 플랫폼들을 

상호 연동하고, 상위레벨에서 서비스의 호출 및 컴포
지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SDP을 구성하는 핵심 기
술로 그 사용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14].  

(그림 5)는 SOA의 기본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
다. 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15]. 

 

(그림 5) SOA의 기본 구성 요소 

Service Broker 

Service Consumer Service Provider

Publish Find

B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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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사용자(service consumer): ‘서비스 제
공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를 사용한다. 

•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서비스 사용
자’가 호출시 입력하는 값을 가공하여, 그에 해당
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자’는 또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사용하
는 ‘서비스 사용자’가 될 수도 있다. 

• 서비스 중개자(service broker): 서비스에 대한 

설명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
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등록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견하여 사
용한다. 

SOA가 등장한 배경은 기존의 전산환경이 서로 연
동되기 힘든 다양한 플랫폼과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
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성, 시스템 통합이나 호환성, 비
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와 프로세스 통합 등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15]. 

이의 해결을 위한 다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차별화되는 SO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15]. 

• 서비스는 발견이 가능하고 동적으로 바인딩(dyna-

mic binding) 된다. 

• 서비스는 컴포넌트와 같이 독립된 모듈이다. 

• 서비스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상호 운용이 가능
하다. 

• 서비스는 느슨하게 연결된다. 

• 서비스는 네트워크 주소로 접근 가능한 인터페
이스를 갖는다. 

• 서비스는 위치 투명성을 제공한다. 

• 서비스의 조립이 가능하다. 

• 서비스는 자기 치유(self healing)를 지원한다. 

• 프로세스 중심의 아키텍처이다. 

웹 서비스는 SOA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기술의 하
나로써 서비스 컴포넌트간의 호출에 XML, HTTP, 

SOAP 등 인터넷 표준 기술 기반의 메시지를 이용
하는 인터페이스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웹 서비
스는 표준 인터넷 기술만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무관하고 상호간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한다. 이는 COM+가 Microsoft 제품
에 종속적이고, J2EE가 Java 언어에 종속적이었던 

것을 극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6]. 

웹서비스의 표준화는 W3C, OASI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7]. W3C에서는 구조도메인 산
하 웹서비스 활동 그룹에서 SOAP 프로토콜 개발, 

WSDL 명세 개발, WS-CDL 명세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ASIS는 e-비즈니스에서 이용되
는 표준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비즈니스 도메
인에 특화하여 응용 표준을 개발한다. 이 단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이 BPEL로서, 이는 비
즈니스 프로세스 관계에 근거한 웹서비스 행동들을 

모델링하며, 서비스들을 융합하는 매시업 방법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SDP 기반 플랫폼 

기존의 네트워크 및 플랫폼 자원을 공통 활용 하
여 신속한 서비스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고 기존 서
비스 간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로 SDP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SDP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서비스 인프
라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략적 서비
스 전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SDP는 서비스 사
업자들이 웹 기반의 실시간 서비스를 2G/3G/IMS 

등에 걸쳐 동일하게 제공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네
트워크 모델을 SOA 모델로 발전시켜 현재와 미래
의 네트워크를 연계하도록 도와 준다.  

SDP는 각 제조사별로 application, service de-

livery, session control, transport 등 다양한 계층
의 구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SDP는 정책제어, 프로
파일 관리, 계정과 같은 공통의 서비스를 기본적인 

개념에서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제조사들은 나름대
로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장점을 부여하기 위한 서
비스별 다양한 enabler들을 보유하며 이는 곧 새로
운 융합 서비스의 창출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
공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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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ETRI에서 개발중인 SDP의 논리 구
조를 나타낸다. 

SDP는 OMA, OASIS, ITU-T, ETSI/TISPAN 

(WG8), Parlay, IPsphere 등 여러 산업 표준 단체
들에서 관련 규격을 연구해오고 있다. TMForum에
서는 서비스/시장의 변화 및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
기 위한 통신사업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서비스 전
달 및 관리를 위한 표준 업무 운용관리 프레임워크 

정의를 목적으로 SDF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Ⅳ. 결론 

1.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방형 IPTV 
플랫폼 기술개발 

개방형 IPTV 플랫폼은 누구나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서비스를 가공, 편집을 통해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는 프로슈머 개념의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다. 개방형 IPTV 플랫폼의 요소 기술
로는 (그림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서비스 컴포넌트
의 웹서비스 개방 및 이의 매시업 기능을 지원하는 미
디어서비스플랫폼 기술, 서비스 특성을 기반으로 사
용자에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
망 기술인 매니지드 오버레이 전달망 기술 및 다종 유
무선 미디어 기기 간 콘텐츠 공유를 위한 다종기기
간 콘텐츠 공유 기술로 구성되어진다.  

개방형 IPTV 플랫폼은 IPTV 서비스와 단말 사

이에서 파이프 및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수많은 CP 

및 매시업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여는 

것이다. 그 특징은 웹 서비스 기반 오픈 API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융합 매시업 서비스 또는 IPTV 애플

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방형 서비스의 힘은 서비스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태계에서 나오게 된다. 즉 기존

에 IPTV 서비스 사업자가 단말에서 콘텐츠까지의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던 형태에서 플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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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개방형 IPTV 플랫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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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면 (그림 8)과 같이 통신 인프라 사업자, 가상 통

신망 사업자, 호스팅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프로슈
머 등의 다양한 사업자가 형성되어 개방형 IPTV 사
업 생태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2. 개방형 IPTV 동향 

IPTV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크게 폐쇄형 IPTV

와 개방형 IPTV로 나눌 수 있다[18]. 폐쇄형 IPTV

란 현재 SKT나 K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형식으로, 

IPTV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콘텐츠들을 구
매한 소비자들에게 다시 파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신
들이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방형 IPTV는 IPTV 사업자가 콘텐츠
를 구매하지 않는다. 콘텐츠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
들에게 자신들의 콘텐츠를 팔고 IPTV 사업자는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폐쇄형 IPTV와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콘텐츠는 아예 제공을 받지 않고 원하
는 콘텐츠만 골라 결제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IPTV

를 즐길 수 있다. 마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리역할만 하는 것이다. 

물론 개방형 IPTV도 자신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도 있다. 

현재 IPTV 사업자가 추진하는 개방형 IPTV는 스
마트폰의 앱스토어 개념을 TV에 그대로 적용시킨 

TV 앱스토어, 채널을 개방하는 채널오픈, 누구나 콘
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VOD 오픈 등으로 구성된다.  

TV 앱스토어는 개발자가 IPTV 사업자가 제공하
는 개발환경에 따라 TV에서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
이션을 만들어 올리면, 사용자는 IPTV 앱스토어에
서 이를 구매해 TV로 즐기는 개념이다. 채널 오픈은 

방송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채널 송출의 기회를 개방
했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복잡한 채널 심사과정
을 단순화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IPTV 콘텐츠 사업자는 누구나 IPTV에서 자사의 채
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VOD 오픈 역시 영상 콘텐

츠를 VOD로 제작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와 IPTV 

사업자의 심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누구나 IPTV

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방형 IPTV가 제공되면 이 밖에도 기업 및 단
체가 보유한 영상 콘텐츠를 웹에 등록해 TV로 시청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인 개방형 CUG(폐쇄 이용자 

그룹), 오픈 UCC, SNS, 오픈 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
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존 폐쇄형 IPTV의 개방형으로의 전환 움
직임은 2010년 초 애플의 iPhone이 도입됨으로 말
미암아 시작된 스마트폰 및 앱스토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방형 IPTV의 도입은 다양한 서비
스 사업자 및 프로슈머의 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
는 다양한 다량의 서비스가 IPTV 비즈니스 마켓에 

도입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 IPTV 서비스의 빠른 생성 및 효율적인 전달을 

지원하는 융합서비스 플랫폼이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약어 정리 

CP   Contents Provider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CUG     Closed User Group 

IMS   IP Multimedia Subsystem 

IPTV  Internet Protocol TV 

IPTV-GSI IPTV Global Standard Initiative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ector 

NGN  Next Generation Network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융합서비스: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의 주요 

기술, 미디어, 제공 방법들이 결합되어, 사용자들에게 새

로운 형태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서비스 플랫폼: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통 요소와 인터페이스들의 집합 

 용 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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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pen API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OSA       Open Service Access  

QPS    Quadruple Play Service 

REST  Representational Style Transfer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SDF      Service Delivery Framework  

SDP   Service Delivery Platform 

SNS      Social Network Service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P  Simple Object Application Protocol 

TPS        Triple Play Service 

UCC  User Created Content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S-CDL  Web Services Choreography  

Description Language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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