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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서비스가 시작된지 5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누적단말판매량이 4천만 대를 넘는 것

으로 추산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DMB 방송 사업

자는 광고 및 채널 임대 외에 특별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지상파 DMB 전체 광고 

매출이 2006년 약 17억 원에서 2010년 약 210억 원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모바일 IPTV,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

려움도 있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DMB라는 이름으로 방송통신 융합 측면에서 지상파 DMB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DMB2.0 서비스, 스마트폰과의 동거를 시작하는 스마트 DMB 서비스를 살펴보고 올해부터 

기술개발이 추진되는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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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모바일 방송 각 진영에서 기존 기술의 단점

을 보완한 차세대 버전의 모바일 방송 기술개발이 가

속화되고 있다. 국내의 지상파 DMB 전송효율을 증

대한 AT-DMB[1], 미국의 ATSC로 모바일 방송을 

제공하는 ATSC-M/H[2], 유럽의 DVB-H 단점을 

보완한 DVB-NGH, 일본의 원세그 모바일 방송 채

널을 증대시킬 수 있는 ISDB-Tmm 등 시스템 측면

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는 

3D 서비스[3], 보다 고화질/고음질의 콘텐츠를 제공

하는 고품질 서비스, 방송망과 통신망의 융합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 등 서비스 측면의 기술도 진화를 거듭

하고 있다. 

또한 IPTV, 모바일 IPTV, 스마트 TV 등의 뉴미

디어의 등장과 함께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단말과 네트워크

를 넘나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N-Screen을 통한 방송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대 등이 예고되고 있다. 

모바일 방송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진화와 도전

이라는 내·외적 상황에서도 지상파 DMB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

스, 재난방송 매체로서의 역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

로 발전할 것이다. 지상파 DMB는 유럽의 DAB 시스

템에 국내의 멀티미디어 기술이 접목되어 세계 최초

로 상용화된 모바일 방송 기술이다. 국내의 IT 기술

력과 상용화 추진력이 결합되어 결실을 맺은 대표 기

술이라는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2005년 12월 상용 

서비스 시작 이후 2010년 말 누적 단말대 수가 4천

만 대를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 등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보편적이고 유

용한 매체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1) 

참조).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DMB 방송 사

업자에게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시장이 한

정된 광고에만 의지해 무료로 운영해야 하는 국내 지

상파 DMB 사업 구조의 문제 외에도 주목할 것은 아

이폰의 도입과 함께 촉발된 스마트폰(smart phone) 

환경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청

할 수 있는 DMB 유사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다. 특히, 스마트폰은 내재된 Wi-Fi, 3G 등 무선 통

신 기능을 통한 정보 검색, SNS, VOD 등 다양한 양방

향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상파 DMB의 적수이자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측면에서 지상파 DMB

(그림 1) 지상파 DMB 단말기 누적판매대수 
<자료>: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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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자생노력과 그 방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Ⅱ. DMB2.0 서비스 

1. DMB2.0 개요 

DMB2.0은 지상파 DMB가 TV, 라디오 중심의 서

비스라는 인식을 벗고 진정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의 시작을 도모하고자 ‘DMB2.0’이라는 이름 아래 지

상파 DMB 방송사와 이동 통신사가 협력 체계를 구

축하여 처음 시도된 모바일 방송에서의 양방향 서비

스이다. DMB2.0 양방향 서비스는 단방향 지상파 

DMB 서비스를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참여

형의 방통 융합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림 2)

와 같이 시청자가 지상파 DMB를 통해 방송과 관련

된 추가적인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이동 통신사의 무선 인터넷(WAP)을 접속하

여 게이트웨이를 통해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2)의 이면에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와 제

조업체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전제 조건이 숨어 있

다. 즉, DMB2.0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송 

서비스 영역의 지상파 DMB 사업자들과 통신 서비

스 영역의 이동 통신 사업자가 손을 잡아야 하고, 

제조업체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구성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  

사업자들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수익 분배 및 

수익원 창출 방안 마련도 DMB2.0 서비스 추진의 

주된 동기이다. 지상파 DMB의 TV, 라디오 서비스

가 무료로 규정되었으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서비스에 유

료로 가입한 단말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신제

한시스템(CAS) 기술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

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서비스 초기에는 사용자 기반 

확대를 위해 양방향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에 주력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 DMB2.0 주요 기술 

지상파 DMB 데이터 서비스 유형은 프로그램 연

동형과 프로그램 독립형으로 나누어진다. 단순히 콘

텐츠의 내용에서 따라 연동형과 독립형으로 구분하

기도 하지만 본 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

하기로 한다. 프로그램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는 TV, 

라디오와 같은 주 서비스와 내용적, 규격적으로 동기

화된 데이터가 주 서비스에 결합되어 동일한 서브채

널에 전송된다. 프로그램 독립형 데이터 서비스는 타 

서비스와 내용적, 규격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아도 되

며 별도의 서브채널로 전송된다. 프로그램 독립형 데

이터 서비스가 내용적으로 타 서비스와 관계를 갖도

록 서비스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규격적으로나 데이

터적으로 동기화되는 것은 아니다. 

DMB2.0 데이터 서비스 방식 결정 과정에서 SKT

는 프로그램 독립형인 BWS[4],[5]를 KTF는 프로

그램 연동형인 BIFS[6]를 제안하여 추진하였으나 

2009년 KTF가 KT로 합병되면서 BIFS를 이용한 

서비스 추진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최종적으로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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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BWS 기반 데이터 서비스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DMB2.0의 경우만이 아니라, BIFS에 의한 데이

터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 이미 보급된 BIFS를 지

원하지 않는 단말기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프로그램 연동형인 BIFS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비디오 스트림에 BIFS 

데이터를 추가로 결합하여 전송한 경우로, BIFS 데

이터를 인식하지 못하는 단말기가 예외 상황을 제대

로 처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BIFS가 이

러한 기술적인 문제로 시장에서 외면 받는다는 점은 

관련 기술 종사자나 제조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BWS는 (그림 3)과 같이 웹 환경의 서비스를 방송

과 결합한 기술이다. 말 그대로 웹사이트를 DMB 방

송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흡사 웹사이트를 서핑하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 통신망과 결합할 경우 

웹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W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에서 방송

망을 통해 전송할 웹 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파일 형

태의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MOT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패킷 모드(packet mode)를 통해 전송한다[7]. 

BWS는 인터넷 망을 통한 웹 서비스와 달리 단방향

의 방송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구하

는 특정 파일만 전송하거나 전송 중 에러가 발생하였

을 경우 재전송을 요청하기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객체를 세그먼트(segment)로 나누어 반복하여 전

송하며, 여러 개의 객체를 카루셀(carousel)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그룹 전체를 반복하여 

전송한다. 

BWS 카루셀의 반복 전송 구조는 방송 신호의 수

신율이 낮을 경우 수신 속도가 느리고 예측하기 어렵

다는 약점을 갖는다. DMB2.0은 BWS 기반의 데이

터 서비스 수신 속도와 수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

상된 패킷 모드(EPM)를 적용하였다. EPM은 RS 에

러 정정코드와 가상 인터리버(virtual interleaver)를 

사용하여 기존 패킷 모드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신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에러 정정코드를 삽입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 약 10% 정도의 추가

적인 전송용량이 요구되지만 에러 정정 기능으로 인

해 수신율이 증가하므로 일반적인 수신 환경에서 사

용자가 체감하는 수신 품질이 좋아지게 된다.  

DMB2.0은 휴대폰형 단말기를 서비스 제공의 주

요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새로

운 프로파일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BWS 규격에 

모바일 프로파일(mobile profile)이라는 새로운 프로

파일이 정의되었다. 모바일 프로파일의 특징은 TV 

서비스 화면과 BWS 데이터 서비스 화면을 동시에 

제공하는 DMB2.0 서비스의 특징에 맞게 화면 해상

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포함되었으며, 수신기 상에

서 브라우저가 동작할 때 성능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XHTML 방식을 채택하였다[8]. 

또한 모바일 프로파일은 프로그램 독립형 데이터 

서비스인 BWS를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와 유사하

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BWS의 서비스 정

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응용 정보(user application 

data) 필드에 연동될 TV, 라디오 서비스들의 서브채

널 번호 목록을 전송할 수 있는 시그널링을 정의하였

다. DMB2.0 단말기는 사용자가 TV, 라디오 서비스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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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WS 서비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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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할 때 수신된 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여 해당 

TV, 라디오 서비스의 서브채널 번호를 참조하는 

BWS 서비스가 있을 경우, 이를 동시 수신하여 함께 

표시함으로써 연동된 데이터 서비스처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DMB2.0 서비스를 위한 지상파 DMB 

방송 수신 모듈은 2개 이상의 서브채널을 동시 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DMB2.0의 주요기술은 CAS

이다. DMB2.0의 CAS는 지상파 DMB의 3가지 

CAS 방식인 서브채널 CAS, 데이터그룹 CAS, MOT 

CAS 중 MOT CAS를 사용한다[9]. 서브채널 CAS

는 서브채널 전체에 CAS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데이

터그룹 CAS는 패킷 모드 서브채널 내의 특정 데이터

그룹에 CAS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MOT CAS는 

MOT 객체에 선택적으로 CAS를 적용할 수 있는 기

술로 객체 단위의 콘텐츠 유료화가 가능하다. 

3. DMB2.0 서비스 현황 

DMB2.0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2008년 7월 지상

파 DMB 방송 6개사와 SKT 컨소시엄이 사업 협력 

계약을 맺고 서비스 사업화를 시작했다. 지상파 DMB 

방송 6개사가 수도권 지역에 시험방송을 위한 방송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호환성 테스트를 3차에 

걸쳐 진행한 후 2009년 10월 수도권 지역에서 본 방

송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단말기 출시 지연으로 사실

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2010년 4월 최초

로 DMB2.0 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 LG전자에서 출

시되어 SKT를 통해 유통됨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DMB2.0 서비스를 위해 지상파 DMB 방송 6개사

별로 한 개의 서브채널을 할당하여 BWS 서비스를 

송출하며, YTN에서 6개사 전체 채널의 EPG 데이터

를 제공한다. DMB2.0 서비스를 통해 (그림 4)와 같

이 무료 서비스에서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

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크게 다음 네 가지 형태의 데

이터 서비스가 계획되었다[10]. 

• 실시간 뉴스, 날씨 정보 등 기본 무료 제공 서비스 

• TV 프로그램 연동 퀴즈, 설문조사, 시청의견 등

고객을 위한 무료 서비스 

(그림 4) DMB2.0 서비스 

<출처>: 이승엽, “DMB2.0 기술 및 서비스,” YTN,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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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형 서비스 

• 프로그램 정보 상세보기, 모바일 기기 꾸미기 등 

무선 인터넷 연계 서비스 

• 커뮤니티 및 개인별 데이터 방송 가입 서비스 

DMB2.0 서비스를 통해 2010 월드컵과 같은 주

요 행사 관련 정보를 방송과 함께 연동된 형태로 제

공하였으며, 뉴스, 날씨 등 방송과 독립적인 생활정보

도 제공하였다. 하지만 DMB2.0 서비스를 활성화시

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 상용화된 

DMB2.0 전용 단말은 LG전자에서 출시된 휴대폰 1

종에 그치고 있어 단말 보급 확대가 저조하며, 사용자

들의 스마트폰 사용 전환으로 새로운 단말 출시 및 

서비스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Ⅲ. 스마트 DMB 서비스 

1. 스마트 DMB 개요 

스마트 DMB는 지상파 DMB 수신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TV, 라디오를 보고 들으면

서 Wi-Fi, 3G, WiBro 등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부

가 서비스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앞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DMB2.0 단말 

출시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였다. 단편적으로는 스마

트폰이 DMB2.0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표 1>은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의 DMB 양방향 서비스, 즉 DMB2.0 

서비스 3단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다. DMB2.0이 1

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고 3단계

의 컨버전스 형태인 스마트 DMB 서비스로 급히 도

약하는 촉매제로 스마트폰이 역할을 하였으며, 스마

트 DMB는 DMB2.0을 밑거름으로 스마트 시대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DMB의 적응 모습이라 보

여진다. 

스마트 DMB는 서비스 주체에도 변화를 가져왔

다. DMB2.0의 경우 지상파 DMB 사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 통신 사업자와 단말 제조업체의 협력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에 비해 스마트 DMB는 이동 통신망에 중립적이고 

Wi-Fi 같은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 갖는 이점을 활용하여 이동 통신 사업자에 의존 

하지 않고 지상파 DMB 사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와 같은 플

랫폼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DMB 수신에 필요한 제

조사의 API 제공만으로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을 개발 할 수 있다.  

2. 스마트 DMB 주요 기술 

스마트 DMB 서비스의 주요 기술은 스마트폰 플

랫폼의 지상파 DMB 수신 기능과, 이를 이용한 애플

리케이션 및 서버 기술이다. 

현재 국내의 지상파 DM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한다. 안드로이드는 

휴대폰을 비롯한 휴대용 장치를 위한 운영 체제와 미

들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웹 브라우저, 이메

일 클라이언트와 같은 표준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

는 소프트웨어 스택(stack)이다. 

<표 1> 양방향 DMB 서비스 로드맵 3단계 

단계 서비스 및 기술 

1단계 
(2009년)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정보형, 참여형) 
• BWS, CAS 탑재 

2단계 
(2010년) 

<신규 서비스> 
• EPG 연계 서비스,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 
• EPG 탑재 및 전용 단말 확대 

3단계 
(2011년~) 

<컨버전스 서비스> 
• 컨버전스 DMB 서비스(TV+웹+모바일) 
• TV-웹-모바일 통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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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와 같이 안드로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스택 사이의 추상화 계층 역할을 하는 리눅스 

커널(linux kernel)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다양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C/C++로 만들어진 네

이티브 코드(native code)인 라이브러리 계층과, 기

존의 자바 가상 머신과는 다른 달빅 가상 머신(Dalvik 

VM)이라 부르는 독자적인 실행환경, 그리고 그 위에

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계층으로 구

성된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자바(Java)

로 작성되며, 모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달빅 

가상 머신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와 함께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동작한다.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Java 

애플리케이션은 JNI를 통해 안드로이드 내부 프로세

스들과 통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시스템

에 DMB 수신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부의 라

이브러리 계층의 DMB 라이브러리 API를 직접 사용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DMB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 계층을 별도로 구현하고, 이러한 DMB 애플리

케이션 프레임워크의 API를 DMB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애플리

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한 DMB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채널 검색 및 선택 

• 방송 수신 

• 방송 녹화, 화면 캡처 

• 녹화 파일 재생 및 제어 

• 종료 및 해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네이티브 앱(native App) 방식, 모바일 웹(mobile 

Web) 방식,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방식 세 가

지가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서 설치되

어 단말기 내부의 리소스만을 활용하는 네이티브 앱 

형태가 많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연결을 통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웹이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앱들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네이티브 앱 방식과 모바일 

웹 방식의 장단점은 <표 2>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앱은 (그림 6)과 같이 네이티브 앱과 

모바일 웹을 결합하여 장점을 최대화 시킨 방식이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Application) 

(그림 5)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계층 구조 

Home Contacts Phone Browser …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Applic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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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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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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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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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라이브러리(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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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Manger 

OpenGL/ES 

SGL 

Media 
Framework 

FreeType 

SSL 

Libraries Core 

Dalvik 가상머신(VM) 

안드로이드 런타임 
(Android Runtime) 

리눅스 커널(Linux Kernel) 

Display 
Driver 

USB Driver 

Binder(IPC) 
Driver 

Power 
Management 

Camera 
Driver 

Keypad 
Driver 

Bluetooth 
Driver 

WiFi Driver 

Flash Memory 
Driver 

Audio 
Driver 

하드웨어(H/W, Device) 

 

<표 2> 앱 방식 장단점 비교 

구분 네이티브 앱 방식 모바일 웹 방식 

장점 
• 빠른 속도 
• 최적화된 UI 기능 
• 하드웨어 기능 접근 용이 

• 높은 호환성 
• 저렴한 제작비용 
• 유지보수 용이 

단점 
• OS별 제작 방식 차이 
•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용 
• 유지보수 불편 

• 느린 속도 
• 웹에 특화된 UI 및 하드웨
어 기능 

Native 

APP 

(그림 6) 하이브리드 앱 개념 

단말 고유기능 및 리소스 접근 용이 
빠른 처리 화려한 UI 

Mobile 

WEB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용이 
신규 서비스 제공 용이 

비용절감 

Hybri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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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웹 브라우저를 앱으로 포장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와 같은 단말기 고유 기능 및 

리소스를 사용하거나 빠른 처리가 필요한 기능은 앱 

기술로 구현하고, 주요 화면 구성은 브라우저를 기반

으로 하는 웹으로 구성한다. 웹 부분의 화면 구성은 

서버에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되며, 크로스 플랫폼 개발이 용이하다는 특징

이 있다. 참고로 HTML5와 같이 웹 브라우저에서 다

양한 네이티브 기능의 API를 도입하여 앱과 같은 기

능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웹(hybrid Web)도 플랫

폼 독립적인 특성의 차기 웹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하이브리드 앱과 기존 모바일 웹의 웹 브라우징에

는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모바일 웹은 URL

을 입력해야 하지만 하이브리드 앱은 네이티브 기능

에 연동된 웹 브라우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이용

자 입장에서는 네이티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의 차이

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웹 개발자들도 

앱 개발에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 DMB 앱은 하이브리드 앱 방식으로 개발

되었다. 지상파 DMB 방송 수신은 DMB 애플리케이

션 프레임워크의 API를 사용하여 네이티브 앱 방식

으로 처리하고, 부가적인 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웹

으로 구성된다. 지상파 DMB 방송을 시청하면서 선

택된 TV, 라디오의 서비스 정보(서비스 구분자, 레이

블 등)를 참조로 해당 서버에 연결하여 연동된 데이

터 서비스를 웹 부분에 제공한다. 웹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앱의 업데이트 없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도입 및 유지 보수가 용

이해진다. 

3. 스마트 DMB 서비스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상파 DMB 방송 6개 사업자

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운영 개발 업체와의 공동 협력

을 통해 6개월 여의 기간 동안 준비한 안드로이드 스

마트폰용 앱인 ‘스마트 DMB’를 2011년 5월에 출시

했다. 스마트 DMB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안드로이드 2.3(진저

브레드)을 탑제한 스마트폰까지 지원한다[11].  

(그림 7)은 스마트 DMB 앱 구조이다. 상단 부분

에는 지상파 DMB 방송을 통해 수신한 TV,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단 부분에는 무선 통신망을 통

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 창출을 위한 

배너 광고를 한다.  

스마트 DMB 앱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는 다

음과 같다 (그림 8 참조). 

• 스마트 page: 각 방송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

스 영역으로 방송 프로그램 정보 및 방송사 콘텐

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널 선

택 시 TV, 라디오 서비스와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방송사 웹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라이프: 방송사 공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

역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정보 서비

스(날씨, 스포츠, 연예, 운세, 박스오피스, 음원차

 (그림 7) 스마트 DMB 앱 구조 

다양한 부가 서비스 
(Mobile WEB 기능) 

TV, 라디오 서비스 
(Native APP 기능) 

광고 
(수익모델) 

방송망 
(지상파 DMB) 

무선 통신망 
(WiFi, 3G,  
Wibr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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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수다방: 각 채널별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으로 DMB 시청 중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커뮤니

티를 형성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여

담을 즐길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편성표: 시간별로 각 채널의 다음날까지의 프로

그램 편성표를 제공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

한다.  

Ⅳ.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 

1.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 개요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는 지상파 DMB 

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SBS, ㈜옴

니텔, ㈜다이시스와 함께 기술개발을 주관하고 정부, 

지상파 DMB 방송 사업자, 통신 사업자, 산업체 및 학

계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 개발 협의회를 구

성하여 연구 개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주요 사항을 

논의 및 협의하는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는 DMB2.0에서 

스마트 DMB로 이어지는 지상파 DMB 방통융합 양

방향 데이터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이를 고도화하

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플랫폼 기반 스마트 모바일 

방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개방

형 플랫폼이란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 구현이 자유롭

고 단말 제조사나 플랫폼 개발사에 종속적이지 않으

며, 지상파 DMB 및 무선통신 연계를 위한 추가 모듈 

및 이를 제어하는 API 등 다양한 스마트 DMB 응용

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된다.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 방송은 (그림 9)와 같이 개방형 플

랫폼을 기반으로 방통융합의 신개념 모바일 방송을 

(그림 8) 스마트 DMB 부가 서비스 

스마트 page 라이프 수다방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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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그림 10)은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 방

송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방송 서비스 콘텐츠 서버

와 통신 서비스 콘텐츠 서버는 각각 방송 또는 통신

망을 통한 본연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신 측에서도 

지상파 DMB 영역과 무선 통신 영역에서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하이브리드 

서비스 콘텐츠 서버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콘텐츠를 

지상파 DMB 방송 시스템과 무선통신 시스템을 통하

여 각각의 망으로 동시에 전달한다. 여기서 하이브리

드 서비스 콘텐츠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동일한 콘

텐츠 또는 별도의 다른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서비스 콘텐츠는 두 망을 통해 전달되

는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융합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의 이동

에 따른 망 전환, 예로서 지상파 DMB 수신이 되지 

않고 이동 통신만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도 망 연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를 통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콘텐츠 제공의 목적

이며, 이를 통해 지상파 DMB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

대하고, 방송과 통신이 진정으로 융합되는 신 에코시

스템(eco-system)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2. 주요 서비스 및 기술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를 통해 제공 가

능한 서비스는 크게 개방형 플랫폼 기반 데이터 방송 

서비스, 망 연동을 통한 비디오 연계(seamless) 서비

스 및 3D/고품질 비디오 서비스 등이다. 

 (그림 9) 스마트 모바일 방송 서비스 개념 

DMB 
-APP 

DMB 
-APP 

DMB 
-APP 

DMB 
-APP … 

Open Source(SDK) 

DMB 수신, 양방향 통신용, 미들웨어 플랫폼 

OS iOS, 안드로이드, 바다, etc 

API 표준화 등 

통합H/W 

 … 

Hybrid 모바일 방송 단말 Hybrid 모바일 방송 송신시스템 

서비스 관리 기능(App Store) 

서비스 동기화 지원 기능 

그룹관리, 전송신뢰성 지원 기능 

네트워크 통합 연동 가능 

Hybrid 서비스 
콘텐츠 서버 

Internet 

T-DMB 방송 
송수신(전송) 서비스 
(동기화 지원 WiBro/ 
WiFi/3G 등) 

 

(그림 10)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 시스템 구성도 

방송 서비스 
콘텐츠 서버 

Hybrid 서비스 
콘텐츠 서버 

통신 서비스 
콘텐츠 서버 통신 

서비스 

통신망 
Hybrid 서비스 

(양방향) 

방송망 
Hybrid 서비스 

(단방향) 

방송 
서비스 

이동 통신망 

Hybrid 망 

개방형 
플랫폼 

Hybrid 서비스 
Application 

지상파 DMB 망 

Hybrid 
서비스 
운용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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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플랫폼 기반 데이터 방송 서비스: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DMB2.0, 스마트 DMB가 추

구해온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으

로 기존 프로그램 연동형 및 독립형 데이터 서비

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개인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상파 DMB 

방송과 SNS의 결합을 통한 시청자의 적극적인 

방송 참여를 유도한다. 

• 망 연동 비디오 연계 서비스: 지상파 DMB 사용

자가 TV를 시청하다가 음영지역에 들어가게 되

어 더 이상 지상파 방송 시청이 어려울 경우, 가

능한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지상파 DMB TV 서

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통신망으로 제공되는 DMB 서비스

의 지연 시간을 줄이고 끊어진 장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지상파 DMB 방송 서비스의 수신 환경을 개선하

는 부가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망 연동 3D/고품질 비디오 서비스: 사용자의 리

치(rich) 콘텐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망 연동

을 통해 3D나 보다 품질이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층화 기술을 적용하여 지

상파 DMB의 서비스는 기존대로 방송망을 통해 

전송하고, 3D 및 고품질 제공을 위한 부가 데이

터는 통신망으로 제공하여, 두 망을 통해 전송되

는 콘텐츠의 결합으로 3D 또는 고품질 비디오 서

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

비스를 통하여 부족한 DMB 전송률에 부하를 주

지 않으면서 리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바일 하이

브리드 DMB 서비스 응용을 위해서는 각 제조사의 

DMB 수신 기능과 API를 표준화하여 공통의 API로 

지상파 DMB 기능을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방형 플랫폼에서의 지상파 

DMB 수신 기능 API를 표준화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방송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방한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API가 악의적인 목적으

로 악용되거나 오용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

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나 API 사용 권한의 기술적 제

한 방법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망 연동 비디오 연계 서비스와 3D/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는 통신망을 통한 비디오 스트림 수신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IP를 기반으로 스트리밍 송수신을 해

야 한다. 따라서 방송망을 통해 수신된 스트림과 통신

망을 통해 수신된 성격이 다른 이종 규격의 스트림 

동기화를 위한 스트림 데이터 동기화 및 송수신 시스

템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3D/고품질을 위해

서는 계층화 기술이 적용된 코딩 기술을 망 연동에 

접목하여야 하는 등 방송망과 통신망 두 영역의 요소 

기술 및 소스부에서 수신 단말까지 아우르는 시스템 

통합 기술이 요구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DMB2.0에서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

드 DMB로 이어지는 지상파 DMB 방통융합 서비스 

동향을 살펴보았다. <표 1>의 양방향 DMB 서비스 

로드맵 3단계에 투영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DMB2.0이 양방향 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기반 

마련 1단계를 지나 신규 서비스 창출을 통한 활성화 

2단계 진행 중,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유발된 환경변

화에 적응하기 위해 스마트 DMB로 변화되었고, 스

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를 통해 마지막 컨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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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3단계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상파 DMB 방통융합 서비스의 진화 방향을 두 

개의 키워드로 표현하면 ‘개방화’와 ‘융합화’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개방형 플랫폼 등으로 인한 서비

스 및 기술개발 환경 변화는 부수적인 것이며, 본질적

인 핵심은 방송과 통신망의 개방 및 융합을 통해 콘

텐츠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방송 콘텐츠 제공 및 

획득이 가능토록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앱까지도 일

정 범위 내에서는 접근 가능토록 하여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방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화될 것으

로 여겨진다. 

개방과 융합으로 인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접근성 

향상이 방송과 통신 서비스 활성화, 더 나가서는 개인

의 일상과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자. 

약어 정리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T-DMB  Advanced Terrestrial DMB 

ATSC-M/H ATSC Mobile/Handheld 

BWS  Broadcast Website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VB-NGH  DVB Next Generation Handheld 

EPM  Enhanced Packet Mode 

ISDB-Tmm ISDB Terrestrial Mobile Multimedia 

JNI  Java Native Interface 

MOT  Multimedia Object Transfer 

OS  Operating System 

SNS  Social Network Service 

VM  Virtual Machine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XHTML  Extensible Hypertext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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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음악, 문자, 데이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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