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일반적인 가정에서 TV의 주요 목적은 오락과 정보
전달이라고 볼 수 있다.  TV는 지난 수십년간 주로 수
동적인동 상전송을통해정보를전달해왔으나 자
형태의정보를전달하는시도또한오래전부터계속되
어 왔다.  한 예로 1970년대 국에서 시작하여 PAL
시스템을중심으로전세계로확장했던Teletext의경우
수직동기화를위해화면에보이지않는신호가나가는
구간에 정보를 숨겨 텍스트 정보를 전송하고 사용자가

원하는정보를선택하여정보를볼수있게만든시스템
이었다(그림1 참조).

텔레텍스트는당시어느정도상업적인성공을거둔
서비스 다.  당시에 일방적으로정보를전달해주던방
송, 신문, 잡지와는 달리,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자신에
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정보서비스 기때문이다.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WWW)의 등장과 함께 TV
산업에서는 TV를 좀더“스마트”하게 만드는 시나리오
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 설립된 We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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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산업은 TV가단순한디스플레이를넘어서는역할을하게하기위해장기적인목표를갖고시도해왔다.  그러
한 시도의 일환으로 1997년 인터넷 TV, 1998년 인터랙티브 TV, 2009년 IPTV, 2011년 스마트 TV 등의 이름으로
수차례시도가있었으나대부분시도는상업적인성공을거두지못하고사라졌다.  본 논문에서는 TV 관련 UX(User
Experience: 사용자경험) 연구 경험을바탕으로미래의 TV가 제시할수있는 UX에 대해고민해본다.  스마트 TV
UX가 성공하려면 관련 산업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고 기존 TV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하며 현재 사용자의
사용행태에부합하면서도사용자가만족하지못하는욕구를집중적으로공략해야만한다.  그런 의미에서방송사중
심의소셜TV 서비스가가까운미래에TV를변화시킬것이라고예상한다.

주제어: 스마트TV, 인터랙티브TV, TV UX, TV 서비스혁신, 소셜TV, TV 체크인

TV industry has tried to realize a long-cherished dream of making TVs more than just display devices.  Such
efforts were demonstrated with the internet TVs in 1997, the interactive TVs in 1998, the IPTVs in 2009, and the
smart TVs in 2011, but all without commercial success.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Vs of the future, based on our user experience research.  In order for smart TVs UX to be successful, they need
to provide a meaningful value chain to the entire industry.  It should be transformed from fixed concepts of an
existing form-factor of TV, and it should also focus on satisfying users’desire that are not currently exploited.
We conclude that social TV services powered by media companies will shape the future of TVs. 

Keywords: Smart TV, Interactive TV, TV UX, TV Service Innovation, Social TV, TV Check-in



화질의 향상 이외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 다.  이
당시에등장했던서비스중상업적인성공을거두고현
재까지 활용되는 서비스는 디지털 케이블 셋톱 박스의
VOD 서비스정도이다.

네번째 물결은‘IPTV’라고 부른다. TV에 상을
보여주기위해셋톱박스가공중파나케이블신호가아
닌 IP 방식으로데이터를받는다고해서붙여진이름으
로 2007년부터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2009년 1월 상용화를 기점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등 통신망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말 6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IPTV도 실시간 방송(73.2%)과, VOD 서비스
(26.0%) 등의 상물을 제외한 홈쇼핑, 게임 등의 양
방향 부가 서비스(1.6%)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1.0%)의 사용빈도는상대적으로낮다고볼수
있다[9].

다섯번째물결은‘스마트 TV’라고부른다.  애플의
애플 TV(셋톱 박스, 2007년 1월)를 시작으로 구
TV(셋탑 박스, 2010년 10월) 등이 출시되었으며 TV
제조업체들이시들해진 3DTV의인기속에서새로운이
윤을 창출하기 위해 2011년을 기점으로 앞을 다투어
스마트 TV를 출시하고있다[10].  하지만 아직까지이
들스마트TV를활용한소비자의이용행태는기존TV
와크게차이가난다고볼수없다.  즉스마트TV의구
매가 스마트 TV만이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를 활
용하는방향으로연결되지않는것이다[3].

지난 20년간의 사례에서 살펴보듯 단순 상을 보
여주는 디스플레이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는 그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 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
의다양한노력이왜소비자들의관심을끌지못하 으
며기존업계에서해왔던노력의한계를고찰하여미래
의스마트 TV가성공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자한다.

Networks는 1996년 9월 세계 최초로 PC없이 가전제
품(TV)에서 월드와이드웹을볼수있도록해주는셋톱
박스를 출시했다[6].  WebTV는 TV상에서의 정보 표
현에 있어 여러 가지 혁신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WebTV의 UI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었다.
또한 1997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인수되고
MSN-TV로개명된후AOL TV 등경쟁자들이등장하
는계기를마련하기도하 다.

1998년에도‘인터넷 TV 네트웍스’, ‘클릭 TV’등
을포함하여많은업체들이‘인터넷TV’를만들기위해
투자를하여부흥기에이를것으로희망했으나[7] 모두
상업적으로큰성공은거두지못하 다.  당시 TV 제조
업체들이출시하던제품들의경우도마찬가지 다.  삼
성전자는29인치의광폭TV에 33,600bps 모뎀과미국
디바사의웹브라우저를장착한인터넷 TV를출시하
고 사용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제품
을출시했다[8].

세번째 물결은‘디지털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다가
왔다.  1998년부터‘인터랙티브 TV’로불리기도한이
기술은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방송 도중 출연자의 소품을 구매하거나 무대
뒤의카메라를이용해 상을보는등다양한상호작용
이 가능한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었다.  1999년 이러한
방송 컨텐트를 제작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던 업체
들로국내에는알티캐스트, 에어코드등의업체들이있
었다.  기존인터넷 TV의실패를근거로많은 TV 업계
관계자들은‘TV는 Lean Back Experience’라고 판단
했지만[4] 일부는 실패의 원인을 TV에서 단순히 정보
검색을 제공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 상과
연계된정보를보여주지않았기때문으로파악했고따
라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시점의 디지털 방송은
모두 이러한 형태의 인터랙티브 방송이 되어 있으리라
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TV의 도입은 몇몇
실험적인 사례를 제외하곤 컨텐트의 전달방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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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80년대 미국 Electra의 텔레텍스트 화면[5]



를 통한 부가가치가 본인들의 이윤으로 이어질지 불분
명하기때문이다.

때문에스마트기술의발전보다다소느린디스플레
이기술의발전이균형을맞추기위해미국을중심으로
케이블카드, 스마트 TV 에볼루션 키트와 같은 솔루션
이나오게되었지만이는좀더확실한솔루션의등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
지만이같은상황은 향력있는셋톱박스가등장하면
쉽게 무너져 버릴수 있다는 점을 TV 제조업체도 예상
하고있는만큼지금의상황을변화시키고싶지않은상
황이다.  이는 예전에이동통신사들이카카오톡으로대
표되는 메시징 서비스와 유사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
었음에도 이러한 서비스의 성장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
했던이유와도유사하다.  이는신종메시지서비스들이
제시하는 무료 메시징 모델이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이
었던 SMS와 상충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적절한 서
비스와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동통
신사가원하든원하지않든기존의유로메시징서비스
의수익모델은크게위협받고있다.

세번째로 TV 제조업체가 TV만 바라보고 만든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용되는 TV에서 새로운
경험을만들기위해서는 TV를사용하는사용자의환경
이나 TV를 둘러싼 다른 서비스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
는데 이러한 새로운 UX 만들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  TV 제조업체들에 수많은 UX 인력들이 사용자
연구를통해기능과서비스등을개선해나아가려하고
있지만실제최종제품에탑재되는기능과서비스는이
러한 연구 결과들 보다는 제조업체가 기존에 유지했던
모델을유지하려고함에문제점이있다.  이는결과적으
로 스스로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등대중의유행만뒤따르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
된다.  TV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단순히 TV에서 활용
가능하도록가져오려해서는안되고 TV만의장점을활
용해기존스마트폰을보완해주는형태가되어야한다. 

기존에도 스마트폰으로 TV를 조작하는 단순 리모
콘의 기능이나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http://www.dlna.org/) 규격 등을 이용한
콘텐트공유등의시도가있었지만이중일부는사용자
들의진입장벽이여전히높을뿐만아니라미래에주목
을받을가능성이있다할지라도현재사용자들의사용
행태에적용되기에는다소시기상조인것들도있다. 

위의예에서살펴보듯 TV 산업과방송산업간의갈
등, TV 산업의기존수익모델의보호, TV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UX)을 전체적인 관점을 반 한 제품이
나오지못한다는점등이스마트 TV에서의미있는UX
가등장하지못했던이유라고생각한다.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혁신을 이루려는 자기 스
스로인경우가많다.  TV 제조업체들이TV에서혁신하
기어려운이유는 TV 제조업체는반드시 TV에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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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사례의문제점

기존사례의문제점은제조업의과욕적진보성과방
송/케이블의 보수성의 충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
다.  첫번째 문제는 기성 산업인 제조업과 신산업인 서
비스업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 관
계에돌입하는것에서시작된다.  최종소비자를상대하
는 서비스업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
고제조업은이러한흐름에이끌려가게되는경우가많
다.  하지만 제조업에서는서비스업에서제공하던서비
스를제공해줄수있는새로운기기를출시하여나름대
로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차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러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것은 제조업의 매
출로확대되게된다.  반면서비스업의입장에서는굳이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동통신 산업처럼 서비스간의 이동이 용이한 경우 신제
품을 활용해 신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경쟁 서비스의
고객들을유도할계기를마련해볼수있겠지만케이블
산업이나방송산업의경우기존사용자들의신기술수
용의향이나기기교체주기등을고려해볼때같은형태
의수익모델을적용하기어렵다.

그래서 TV 제조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규격
이나제품을출시해사용자들의전환을노리는반면방
송사업자나서비스사업자는이러한새규격이나제품
의도입에대해더신중할수밖에없는것이다.  디지털
방송전환당시방송사업자들은막대한방송장비전환
비용을 TV 제조업체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방송 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촬 , 편집,
송출장비를 디지털로 전환하더라도 그들의 수입에 큰
변화가없는 반면 디지털 TV로 교체를 해야만 했던 소
비자들의구매행위는모두 TV 제조업체의이익으로돌
아가기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는 스마트 TV의 보급에
도비슷한형태로나타나고있으며서비스전환에서방
송사업자가수익을증대시킬수있는현실적인사업모
델이결여되어있는현재시장구조에서는방송사업자
들의지지를얻는것이어렵다고할수있다.

두번째로 TV 제조업체가 기존의 시장 구조의 변화
가 자신들의 이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에대해두려워하기때문이다.

교체주기가 10년정도 되는가정용 TV의 특성상단
순히화면을보여주는디스플레이부분과 TV를구동하
기위한나머지부분을분리하여튜닝과스마트기능등
을 별도의 셋톱 박스에 맡기고 TV는 단순히 화면을전
달하는용도로만활용하면전체적인비용이낮아지면서
업그레이드를통한서비스의진보가더용이할수도있
으나, 사실은 이것이 TV 제조업체들의 이윤창출에 크
게 향을 주지 못하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형태로 시
장이재편된다면단순디스플레이가된 TV 제조업체는
외국의 저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컨텐트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셋톱 박스



이에실시된사용자조사의목적은단순DMB 사용
자를조사하는것에멈추지않고사람들의미디어소비
전략에서 출발하여 여가시간 활용 전략까지 확대되었
다.  시간이날때할수있는다양한활동중동 상미
디어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필요했으며 거기
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위성 DMB가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의도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
떤식으로여가시간을소비하고미디어를활용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일주일간의 여가시간 활용을 기록(다
이어리)하게하 으며사용자들은일주일후기록을가
지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깊이있는 면접조사를 하 다
(그림2 참조).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의외 다.  클라이언트가
우려했던것처럼지상파DMB와의경쟁은걱정의대상
이아니었다.  실제사용자행태분석결과많은사람들
이 이동 중 미디어를 소비하는 출근/퇴근 시간은 대개
주부 대상의 프로그램이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
그램(예: 6시내고향)이방송되는시간이어서지상파가
재전송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당시에 유행하 던 PMP 등이 더
큰경쟁이될것으로예상하 다.

또한이전에클라이언트들이수행한여러차례의사
용자조사결과사용자들의가장큰불만은‘볼만한것
이없다’여서클라이언트회사의방향은양질의콘텐트
를공급하는것에집중하고있었는데좀더심도있게사
용자조사를해본결과그와반대로볼만한콘텐트가제
법많이있는데도적절한시기에찾지못한다는것이더
큰문제임을알수있었다.  따라서지금까지콘텐트수
급에 투자된 돈의 일부만 UX 개선에 투자했어도 훨씬
큰소득을얻을수있는상황이었다.

결국 사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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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얻어야한다는고정관념이있기때문이다.  이동통신
사의메시징사업부가 SMS에서 수익을지켜야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신종 메시징 서비스와 비슷한 솔루션
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도 시장의 변화를 관망할 수 밖에
없었듯 TV 제조업체들도 반드시 TV에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놓치는것은물론현실적으로그러한움직임이나
타나기시작해도그냥관망하게될수밖에없다.

다음 장에서는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 자기 파괴의
혁신이이루어지는사례를살펴보도록한다.

III. 위성DMB TU 프로젝트사례

2006년도에 위성 DMB TU는 위기를 맞이했다.
그동안 경쟁자인 지상파 DMB는 무료 방송이었음에도
지상파 재전송이 허가되지 않아 커다란 위협을 느끼지
못하 는데이시기부터지상파의재전송이허용되면서
유료월정액요금제가가장중요한수입모델이었던위
성 DMB TU로서는 지상파 DMB의 확대에 위기감을
느끼고있었고이런위기를극복하기위해새로운서비
스혁신이필요했다.  특히해결해야하는문제는긴채
널전환시간(약 8초)을극복하고사용자들이유료로구
매하여방송을볼만큼흥미로운인터페이스를구축하는
것이었다.

디지털 방송 초기에도 긴 채널 전환시간이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유료 모델과 무료 모델의 경쟁구도
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성 DMB의 경우 무료
지상파 DMB와 경쟁을 해야 했고 유료 사용자들에게
채널을 전환할 때마다 의미없이 보내야 했던 8초는 매
우긴시간이었다.

그림 2.  DMB TU와 함께 진행된 사용자 실험



사용자구분은 2006년 위성 DMB 시청자뿐만아니라
2013년 가정의 TV 시청자에도비슷하게적용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요구를 갖는 사용자를
분리하여바라보는순간많은혁신의기회가생긴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지상파 등의 몇몇 채널에 집
중하여DMB를활용하는사람들을중심으로화면을개
선해 보았다.  우선 기존의 TU의 경우 방송을 켜면 먼
저마지막에본방송채널로튜닝이되었는데튜닝에 8
초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단순히 8초간 기다려야 하는
사용자에게주어지는경험은쾌적하지못했다.  8초 후
에방송이나오는데이때사용자가해당프로그램을시
청하고싶지않다면다른채널로돌리기위해또다시 8

략은이렇다.

“사용자가구매하는것은방송컨텐트가아니라, 지
루하지않은시간이다”

연구를통해알아낸사람들의미디어소비패턴은다
음과같이구분되어있었다.  사용자는크게, 보고싶은
것을 꼭 봐야 하는 사람과 단순히 시간만 때우면 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보고 싶은 것을 꼭 봐야하
는사람은애니메이션 화나미국드라마등다양한콘
텐트를원하는사람과주로지상파드라마등에한정되
는 사람으로 좀 더 세분화된다(그림 3 참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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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자의 미디어 소비패턴

이요안 씨(32,회사원)의 Goal

최동규 씨(28,회사원)의 Goal

서 주 씨(25,대학생)의 Goal

보고 싶은 것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봐야 한다.
출 퇴근 시간에 시리즈 물을 보는 것이 습관적이다.
공중파 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화가 좋다.
내가 원하는 채널만 골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고 싶다.

이동 중 지루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면 한다.

항상 보던 TV 프로그랜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다.
어제 못 본 드라마를 DM에서 보고 싶다.
공짜로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을 돈내고 보긴 조금
아깝다.

기기존존
프프로로세세스스

새새로로운운
프프로로세세스스

켜면 무조건 '방송'이 먼저 나옴
튜닝에 8초이상 걸려 매우 지루함

여기서 관련 키를 눌러야
메인 메뉴 이동

여기서 다시 선택해야 EPG 이동
이 화면에서도 방송정보는 보이지 않음

켜면 무조건 포털 화면
최근 본 채널정보와 홍보정보 노출

그림 4.  기존 프로세스와 새로운 프로세스의 비교

튜닝 8초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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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단순하게방송을송출해주는서비스라는고
정관념을 버리고 사용자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생각을전환하는것이혁신으로이어지는것이다.

우리가제안한또다른혁신은무미건조한 TV 프로
그램리스팅을보고있기만해도재미있을것같은화면
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용자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시
청자들은예능프로그램을볼때프로그램의제목외에
도 그에 딸린 부제, 즉 이번 회의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회의 게스트 등의 정보가 프로그램의 시청여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제목 나열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방송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
다.  현재 방송 중, 현재 선택된채널의방송제목이두
줄이 되도록 보여주는 방식은 긴 제목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다른 프로그램 제목들의 위
치가 계속해서 변동되어 인식하기 불편한 문제가 있었
는데이를해결하기위하여줄간격을살짝가리는디자
인을 하 다.  또한 개별 화면의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생각하는요소는현재프로그램은무
엇이고이프로그램이끝나면무슨프로그램을하는가(즉
Now and Next)가 중요하다는연구결과가나와서현재
의 프로그램에 다음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디자인을 통해
쉽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도록 하 다(그림 5, 6 참
조).

이같은 변화를 통하여 처음 구동시부터 지루하게 8
초간튜닝을하고채널을옮겨가며고통을받다가결국
재미있는프로그램을못찾고끝내는 TV가아니라처음
켜면내가원하는프로그램을찾을확률이높고프로그
램 가이드에서도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을 확률이
높으며 TU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급한 프리미엄 컨

초를 보내야 했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EPG(Electronic Program Guide)로 이동하여 프로그
램목록을보는행동패턴을보이고있었다.

이에따라 TV 포털화면을먼저제공하는프로세스
를 제안하 다.  사용자 조사 결과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주 보는 2~3개의 채널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
는데시간대별로재미있는프로그램을하는채널이달
라지기때문에단순히마지막에본채널을보여주는경
우재미있는프로그램이나올확률은높지않지만마지
막 3개 채널 정도를 보여준다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올확률은획기적으로높아진다.  또한처음진입했을
때채널튜닝을위한 8초의대기시간없이바로포털로
들어가므로여러개의채널을한꺼번에검토할수있고
그후 원하는 채널로 튜닝을 시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튜닝대기시간을줄일수있는것이다(그림4 참조).

이러한 포털은 또한 방송 채널로 바로 진입하는 현
재구조에서는불가능한콘텐트홍보수단을제공해줄
수있다.

TU에서도컨설팅전부터TV 포털에대한아이디어
는 있었지만 TV는 일단 구동되면 방송부터 보여야 한
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번번히 포기되었
다고 한다.  이에 우리가 포털방식을 제안했을 때도 내
부의반발에부딪혀쉽게적용되기힘들것이라하 는
데 추후 내부적인방향이 변경되어이 TV 포털을 먼저
보여주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만약여기서좀더나아가관련법령이허용하는한
도내에서방송컨텐트뿐만아니라자투리시간을활용
하게끔도와주는포털로서발전했다면적어도스마트폰
이나오기전까지는많은기회들을가질수있었을것이

기기존존
프프로로세세스스

새새로로운운
화화면면

보고 있기만 해도 무미건조한 화면 현재의 방송에 관한 안내만 간단히 함

보고 있기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 화면

그림 5.  프로그램 가이드의 변화를 통해 원하는 채널을 찾기 용이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정보가 충분히 보이지 않아
흥미를 못 끔

현재의 방송과 다음 방송을 보여주어
재미있는 것을 더 찾도록

현재의 방송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주면서도 혼동이 없도록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게스트 정보가 중요)



텐트도시청자들에게쉽게노출할수있는변화를이끌
어낼 수 있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흔히‘검색’기능을제공한다는생각을하기쉽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도 사용자
들이 자주 지나치는 몇몇 골목에서 몇 가지 정보만 더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찾게 하
는것이가능하게할수있는데이것은기존의고정관념
에서 탈피하여 사용자 행태를 세 히 조사하 기 때문
에가능한일이다.

TU 사례에서 보듯이 사용자의 목적이나 사용 환경
에 대한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자 자신이 갖고 있는‘방송국’이라는 정체성이나
‘방송법’이라는규제를먼저생각하기때문에 TV 시청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혁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된다.  그리고이를탈피할수있을때혁신이일어
나는것이다.

I V. 디지털TV에서상호작용을구현한
TV Lite 사례

디지털방송이점차확대됨에따라케이블 TV 회사
들은셋톱박스를디지털박스로전환하여야하는부담
이가중되었는데비용이늘어나는만큼그에맞는요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디지털 셋톱의 제
조비용이높은이유중하나는디지털방송고유의상호
작용성을구현하기위해미들웨어가들어간다는것인데
이에한셋톱박스업체는미들웨어를제거하면서도디
지털방송을가능케하고또꼭필요한상호작용을가능
하게하는셋톱박스를만들어시장에공급하는사업을
구상하 고이에대해디자인을의뢰했다.  컨설팅당시

우리도역시기존의디지털방송들이한국의방송현실
이나 소비자의 필요를 인지하지 못한채 일방적이고 무
거운 그리고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
스템이전반적으로느려졌다는인식에무척이나공감하
기 때문에 축적된 TV 사용자 연구를 바탕으로 미들

웨어없는상호작용을구성하기로하 다.
TV Lite는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HDTV용 디

지털 케이블 셋톱 박스로 디자인 되었다.  한국 시장에
서의케이블사업자에맞추어디자인되었으나해외시
장에도 적용이 바로 가능하도록 표준을 따르는 사양으
로 개발하 고 TV 세트 내에 추가하거나 위성방송, 혹
은 IPTV용으로사용도가능하도록설계했다.

TV Lite는다음과같은문제를해결하고자하 다.

①진보된상호작용서비스를 TV에서구현하기위하여
이전까지는미들웨어가꼭필요하 는데사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발파트너들은이미들웨어를제거하여셋톱박스
의단가를낮추기로결정하 다.  결과적으로미들웨
어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TV를 상호작용 가능하도
록디자인해야했다.

②당시 일반적인 SDTV가 급격하게 HDTV로 교체되
는상황이었고이에따라셋톱박스들이와이드스크
린과높은해상도를지원해야했는데이는화면에나
오는인터페이스를좀더멋지게디자인하여제공할
수있는기회이자도전이었다.

③ 기존에 제공되는 디지털 TV의 프로그램 가이드
(EPG: Electronic Program Guide)는 대개종이로
된신문이나잡지의프로그램가이드를그대로옮겨
온것에서크게진보하지못하고있었는데일반적으
로 TV 앞에서 이완된 채 있는 대부분의 TV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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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디자인

그림 6.  기존 디자인을 대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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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기존에 제공되는 화면상의 프로그램 가이
드가너무많은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판단하 다.
그리고 기존의 EPG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TV 프로
그램을찾기용이하게설계되어있지않다고판단하
다.  그래서이러한 EPG의 효율을극대화하기위

하여표시되는정보의양을최소화하는시도를해보
았다.

위에언급된문제점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특징을
갖는비용효율적인케이블셋탑박스를위한인터페이
스디자인을하는것이이프로젝트의목적이었다.

ⓐ 미들웨어 없이 시청자들의 잠재된 욕구를 만족시킬
수있는단순한상호작용서비스를개발할것

ⓑHD 스크린의이점을충분히활용할수있고시각적
으로멋진화면디자인을개발할것

ⓒTV 시청상황에최적화된효율적인EPG를설계할것

이를위하여다음과같은프로세스로개발을진행하
다.
우선주요관계자인터뷰, 시장조사, 경쟁자분석및

문헌조사를 시작하 다.  관련한 논문을 파악하 으며
미국, 한국, 일본 및 유럽의 기존 디지털 TV에서 제공
하는UI와 EPG를조사하 다.  또한축적된사용자연
구를통하여 TV에서사용자들이핵심적으로원하는요
구사항과 컨셉을 도출하 다.  여기에서 사용자들에게
는 TV를사용하면서상호작용을원하는요구가분명히
있다는 것을 파악하 고 그것이 컨텍스트에 따라 다르
다는점을밝혀냈다.  즉 TV를시청하는동안에필요한
상호작용과 TV를 시청하지 않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상호작용이다르다는점이다.  이러한 전략을바탕으로
브랜드를 TV Lite로 정하 다.  즉 TV에서 핵심을 유
지한채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제거한 인터페이스를 설

계하 다.  전략과 브랜드, 브랜드 로고 타입을 개발한
후에이에따른Key-path 시나리오를작성하 고메뉴
화면의상호작용프레임웍과 EPG 및 VOD 등 주요어
플리케이션 화면을 설계한 후 그래픽 디자인을 덧붙
다.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점차 세 한 튜닝을 반복하
며디자인을완성시켰다.

TV Lite에 도입된가장핵심적인기능은 EPG에서
자신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도와주는것이다.  사전연구에따르면시청자들
은 EPG에서 채널을 고를 때 매우 단순한 방법을 사용
하는데 첫째로 선택해야 할 채널수를 대개 5개 정도로
한정하고 둘째로 각각의 채널의 시청여부를 결정하고
다음채널로넘어가며셋째로대부분이현재아니면바
로 다음 프로그램에서만 자기가 볼 프로그램을 결정한
다는점이다. 

리모콘의 메뉴 버튼을 누르면 쉽게 TV 채널정보에
접근할수있는데이를통해카테고리별채널묶음혹은
VOD 서비스로이동할수있다.  기존의EPG들이일정
한시간대(예를들면현재로부터 3시간)를정하고그시
간 안에 방 되는 프로그램의 수에 상관없이 보여주는
데반해 TV Lite의 EPG는현재채널주변 5개채널의
현재 프로그램과 바로 다음 프로그램만 보여준다(그림
7 참조).  다음 프로그램 이후에 계속되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의도적으로선택할때만각개별채널별로더
볼수있다.  이와같은방식을사용하면일반적인EPG
에서 한 화면에 관련 없는 15~25개의 프로그램이 뒤
엉켜 보여지던 것과 달리 5~6개의 프로그램만 보이게
되므로사용자가한번에인지해야하는정보의양을획
기적으로줄일수있다.

정보의 양을 줄이고 개별 프로그램의 이름을 길게
보여주면여러가지부대효과를기대할수있다.  우선
디자인을훨씬단순하게만들수있고상세화면으로들
어가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그림 7.  TV Lite에서 제시하는 단순화된 EPG



중계같은경우사람들이모여서시청을하기도하지만
일상적인드라마도함께보는기쁨을즐기기위하여원
격지의연인이나친구들이유선전화등다른통신수단
을이용하여계속해서이야기를나누면서 TV를시청하
는다양한사례들이발견되었다.

최근에는이러한상황을보면바로스마트폰을이용
한검색이나 SNS를이용한수다를떠올릴수있겠지만
당시에는이러한수단을주변에서쉽게찾아볼수없었
다는점에서이것이 TV에서사용자들이원하는상호작
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TV를 시청하면서 가족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같은 채널을 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검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해 TV 시청
화면위에띄울수있는위젯을발명하 다.

기존의많은디지털방송의상호작용서비스는가정
용 TV의 1차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날씨, 게임, 주식,
만화, 동사무소 행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디자
인되어있었는데 TV Lite에서는이런서비스들을제외
하고TV의제1 목적인엔터테인먼트요소만을남겨두었
다.  그림 8에서는단순한위젯들만보여주고있지만TV
Lite에서 가장 중요한 위젯은 한채널을 같이 보면서 다
른사람들과이야기를나눌수있는소셜위젯들이다.

또한 드라마나 예능 중에 나오는 소품에 대한 정보
를얻기위해프로그램제작자가소품에직접태깅을하
고해당정보가프로그램과함께보여지는방식의기존
의 아이디어는 전술하 듯이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높아져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방송국에서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방
송을 하고 방송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태깅이 가능하
도록 하고 TV 시청자들이 부가정보를 원할 경우 디지
털방송에함께인코딩된정보를불러오는것이아니라
별도의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여 초창기 디지털 방
송의컨셉, 즉 상정보와데이터를함께송출한다는개
념을뒤엎도록하 다(그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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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같은포맷에매회게스트를달리하여방송하는것이많
은데 프로그램 이름에 포함된 게스트의 이름은 시청자
가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
한변수임에도기존EPG에서는이정보가프로그램이
름의 가장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방송시간이
극적으로길지않는이상대부분“…”등으로줄어든채
보여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작 사용자가 흥미
를 느낄만한 프로그램도 정보의 부족으로 선택되지 못
하게된다는것이다.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데 있어
EPG를 개선함과 동시에 TV를 시청하면서 추가될 수
있는상호작용을많이고민하 다.  이전까지는많은디
지털방송들이재미난상호작용으로사업자들의흥미를
끌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도입한 방송이 대
중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방송 현실에 있다고 판단하
다.  서구의 방송국들도 비슷하지만 특히 국내의 방송
같은경우매우빠듯한일정에프로그램이제작되는경
우가많은데기본프로그램동 상편집을마친다음특
별한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복잡한 상호작용
의 저작 과정을 거친 후 이를 위해 또다시 인코딩을 거
쳐야하는기존인터랙티브 TV의제작방식은시간적인
제약과법적인제약등현실적인제약과함께기존방송
체계에서적용하기힘들다고판단하 다.

그렇다고 TV를 보면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
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당시에도 인기 있
는프로그램의특정이슈가포털검색어실시간순위에
잡히는일이많이있었는데스마트폰이없던당시한국
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TV와 컴퓨터는 대개 거리가 떨
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들의 상호작용 욕구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
과 함께 TV를 시청할 때 TV 시청의 즐거움이 배가 된
다는 사실도 내부의 연구를 통하여 드러났는데 스포츠

그림 8. TV Lite의 위젯



따라서 미들웨어 없이 상호작용 서비스가 가능하도
록TV 위젯을발명하 고이TV 위젯을통하여사람들
이꼭필요한서비스(날씨, 시계, 시청 메모등)를 사용
할수있도록하 다.  이위젯은아주적은비용으로구
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이렇게상호작용서비스를구현하면서도HD급화
질의 케이블 셋톱 박스를 만들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위젯에 관한 특허는 한국에서 등록되었고 세계
적으로도 야후의 특허에 이어 두번째인데 특히 미들웨
어없이구현하는경우는원천특허가된다).

또한HD급해상도에맞는매우아름다운화면을만
들었는데 TV 시청을 방해하지않으면서도 TV 화면 위
에서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을 구성하 고 복잡한 시각
적장식요소들최대한배제하면서도풍부한컬러를사
용하 다.  메인컬러로서검정과금색을투명하게만들
어 사용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당시 제조업자들이 선호
하던파랑색계열의색상들과는대조되는컬러 다.  또
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많은 반복되는 테스트를
진행하여모든값들을세 하게튜닝하 다.

마지막으로 EPG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효율
을극대화하는전략을구현하 다.  사용자들에게EPG
는생각만큼활용되지않는데그가장큰이유는기존의
EPG가 일반 사용자들에게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
라고판단했다.  사람들은정보를읽기도어렵고조작하
기도 어려운 EPG를 보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신
에게 맞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방 중인데도 발견하
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전술한바와같이종이
프로그램 가이드를 흉내내어 만든 EPG에서는 프로그
램의 방송시간이 짧은 경우 제목의 처음 1-2자만 표시
되는일도흔하게발생한다.  또한현재방 중인프로
그램이종료된후이어지는다음프로그램의제목을보
기 위하여 빈번하게 리모콘을 조작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TV Lite에서는EPG를설계하면서기존의EPG
의근간이되었던종이프로그램가이드의형식에얽매이
지 않고 사용자들의 시청 행태에 집중하 다.  시청자들
이그순간에필요한정보을적절히제공하므로서효율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시청자들이 최소한의 정
보로 직관적으로 사용가능하고 손쉽게 네비게이션할 수
있는EPG의새로운프레임웍을제시할수있었다.

결론적으로 TV Lite의 혁신성은 복잡성을 제거한
것이다.  기존 디지털 상호작용 TV의 복잡한 기능들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하 고 복잡한 그래
픽요소들을제거하여단순한아름다움을추구하 으며
복잡한 정보를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만제공하 다.  이를통해사용자들은 TV 시청시의상
호작용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존재에서 시청을 더욱 즐
겁게할수있는방법으로느끼게할수있다.  또한 케
이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셋톱 박스 제조비용이 낮아
지고방송사업자들은적은시간/비용으로상호작용서
비스를구현할수있게된것이다.

TV Lite는 혁신성으로 인하여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인 2008 IDEA Interactive Product
Experiences 부분에서 수상하 으며 TV 위젯을 비롯
하여많은특허를국제출원/등록하 다.

V. 사례로살펴보는TV UX 전략

이상의 사례들에서 살펴보듯이 TV 시청 경험의 혁
신은 사용자의 환경과 요구사항 그리고 목표를 파악하
고이를중심으로설계할때가능하다.  기존방송사업
자나제조회사에서도일상적으로이러한활동들을하고
있는데도소비자의생활에큰변화를주는제품이나오
지못하는이유는회사내에이런혁신이나 UX를연구
하는인력의정치적 향력이너무없거나회사전체의
문화가자기스스로를파괴할만큼혁신을이루어낼정
도의 절박함이 없어서일 것이다.  따라서 방송국이나
TV 제조회사에서는 스마트 TV 혁신의 한계에 봉착하
게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던 방송사들
이 혁신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
한스마트기기들의출현으로인해소비자들의 TV 시청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여 실시간 시청시간이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1] 인터넷의 등장과 함
께 조금씩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려나게 된 신문처럼
방송국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보수적인방송사들을움직이고있는것이다.

혁신의출발점은사용자들을최우선으로할때이루
어진다. 앞의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여전히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궁금해하고 주변 사람
들의생각을궁금해하는데최근몇년간이러한요구를
만족시켜주려는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그중방송국주도로시작한몇몇사례를살펴
보려고한다.

먼저 살펴볼 사례는 소셜 TV Zeebox이다.
(http://zeebox.com)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 시청자들 중 59%가
TV를시청하면서동시에컴퓨터핸드폰혹은태블릿을
“자주”혹은“거의 항상”사용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TV를보면서이메일, 메신저, 페이스북, 그리
고 트위터 등을 사용하는데 특히 13세에서 25세의 젊
은사람들은이비율이87%까지올라간다고한다[11].
이는 해당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패턴을보일것으로예상하는데하지만이같은연구결
과가스마트 TV처럼 TV안에 소셜기능을넣으면사용
자들이자주사용할것이라는결론까지도달할수있을
까? 

안타깝게도 꼭 그렇다고볼 수는 없다.  이는 TV를
사용하는사람들의상황을잘이해해야얻을수있는결
론인데사람들은 TV를보면서친구들과이야기를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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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친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수다를 떨면서 프
로그램을함께시청할수있다.

이렇듯 Zeebox는 사용자들이 이미 다른 서비스나
기기들의도움을받아하고있는행동에자연스럽게녹
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강화하여 더 큰
즐거움을주고있다.

또다른 사례로는 tvtak 사례를 들 수 있다.
(http://www.tvtak.com/)(그림 10 참조)

2012년 2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 회사는 아이폰 카
메라로 TV 상을 비추면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
램을알아내는기술을갖고있다.  인식에 대략 5초 정
도가걸린다고하는데기본적으로 tvtak에서모든채널
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방송되고 있는
상의 특징과 채널을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서 보내는 상신호의 특징과 비교하여 시청자가 보고
있는채널을알아내는것이다(이와비슷한기술로소리
를통해알아내는인투나우의경우4초-12초정도의시
간이걸린다고한다). 

Tvtak의 경우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TV를 향해 들
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투나우의 경우는 시간이 오
래걸린다는점과주변에다른소음이있으면안된다는
점이불편함으로작용할수있지만일단시청자가어떤
채널을 보고 있는지를 스마트폰이 알 수 있다면 여러
가지시나리오를생각해볼수있다.  증강현실로광고
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
여하게하거나소셜기능을활용하게하는것이가능하
다.  특히 시청자들이 광고나 프로그램에 삽입된 광고
성 정보를 보게 될 때 추가적인 정보를 궁금하게 생각
하는경우가많은데기존디지털방송에서이를 TV 내

고검색을하고싶은욕망이있을뿐이지이것들을반드
시 TV에서 하고 싶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많은사람들에게 TV는점점배경에돌아가는디스플레
이이고 주로 조작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을 반 한 서비스
중 하나가 TV를 소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Zeebox이
다(그림9 참조). 

Zeebox는 국 BBC의 국장이었던 Anthony Rose
가 만든 회사이다. TV 시청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겠다
는포부로시작한이회사는 국최대유료 TV 사업자
인BSkyB를통해대규모투자를받았다고한다[12]. 

우선 Zeebox는 TV를 보다가, “저게 뭐지”, “저 배
우가 누구지?”, “저 사람이 어디에 나왔더라?”같이 흔
히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의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나라 포털에서도 TV에서 특정 인
물이 나오면 급상승 검색어로 순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트위터 등을 통해 현재 TV 방송에 관한 키워드
만 모은다면 훨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키워드를 클릭하면(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을켤필요없이) 위키백과로연결되어자세한내용
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관련한 뉴스들이 실
시간으로보여지도록해준다.

또 사람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
하여 올린 트윗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쉽게 올릴 수 있
게 해주어 TV를 다른 사람들과함께 보는 즐거움을느
낄수있게해준다.  설정값에따라자신이보고있는프
로그램의제목을페이스북에자동으로올릴수도있고
또친구들이무엇을보고있는지도알수있다.  만약친
구가자신과같은프로그램을보고있다는것을알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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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Zeebox의 구동 화면



에서 모두 구현하려했던 것과는 달리 TV 시청 화면을
트는걸로별도의디바이스(즉스마트폰이나태블릿)에
서 직접 광고 중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매력적이다. 

시청자들이프로그램에좀더참여하게하는실험은
계속해서진행중인데그중하나의예로 국과프랑스
의 Orange에 서 소 셜 TV 앱 (TV Check,
www.tvcheck.com)을내놓았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소셜 TV 라고도 불리고 TV 체
크인 서비스라고도 불리는데 전세계적으로 100여가지
이상나와있다. 이들은대략다섯가지의방법으로 TV
시청자들의패턴을파악하는데

①첫번째가장쉽게생각할수있는방법은사용자들이
서비스제공업체에직접알려주는방법이다.  사용자
에게충분한이득이주어진다면이같은방식을시도
해 볼 수 있겠지만 서비스 초기에 충분한 이득을 준
다는점을소비자들에게설득하는것은어려울것이
다.

② 두번째간단한방법은스마트폰이리모컨역할을하
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리모콘이나 애
플TV 리모컨처럼TV 제조업자와함께만든리모컨
이라면 현재의 채널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튜너와의 직접적인 연결없이 스마트폰 이어폰 잭에
적외선송출기를꽂아서하거나별도의적외선송출
기에스마트폰을장착하여단방향신호를이용해조

작하는 방식으로 구현된 경우 주로 채널 업/다운을
화살표로하는시청자들의경우정확한채널을알기
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다.

③그다음은시청중인프로그램의소리를들어서파악
하는 방법인데 TV를 시청하면서 마이크를 켜두면
TV에서 나오는 음성을 분석하여 현재 어떤 채널이
방송되고있는지혹은채널과상관없이어떤동 상
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
하 던 인투나우 등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SBS에서제작한SOTY 등이있다.

④ 또스마트폰의카메라를열어방송을보여주고동
상패턴매칭을통해현재채널을파악하는방식으로
tvtak이사용하는기술이다. 

⑤ 궁극적으로 셋탑 박스나 TV, 즉 튜너를 갖고 있는
쪽이스마트폰에게채널변경을WiFi나기타의방법
으로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TV 체크인 서비스들이 케
이블/위성 사업자에게 제휴를 시도하고 있고 몇몇
의미있는제휴가이루어지고있다.

사실 어느 것도 아직까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고
각각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조만간이러한불편한점을해결해준다면엄청난빅데
이터를모을수있고동시에사람들의시청경험을크게
바꿀만한서비스가등장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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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vtak의 구동 개념도



VI. 결론: 전략적함의

단순하게소셜 TV나 TV 체크인서비스가소비자들
의 TV시청 형태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많았던 소셜 TV 서비스들은 2012년을
기점으로 활발히 정리(폐업 혹은 인수/합병)되고 있다.
그럼에도이들서비스가스마트 TV의핵심적인사용자
경험혁신이될거라고생각하는이유는앞에언급했던
세가지실패이유와동일하다.

첫번째, 새로운 가치 체인을 만드는 스마트 TV 서
비스만이 성공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뿐만아니라제조사와방송사더나아가서는콘텐트
제작사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성공적인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  제조사나 방송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인서비스로는성공하기어렵다.  혁신을원하던제조사
와기존의프로덕션보다많은비용을지불해야하는방
송사간에는항상이견이있어왔다.  TV 발명 이래가
장큰변화라고할수있는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전환
할당시에도방송사가전환을꺼리면서전환비용을 TV
제조회사가 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방송사와 케이블 회사(MSO)들이 얼마나 이러한 변화
에소극적인지알수있다.

다만 최근의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시청률을 보면서
변화의 시기가 왔다고 느끼고 있는것 같다.  애플이 스
마트폰으로성공할수있었던것은아이폰자체의완성
도도 있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
면서 1인당 수익을 높여야만 할 시점과 음성통화 중심
에서 데이터 중심의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려는 시점
에서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
기가아니었으면통신회사들도이러한스마트폰의도입
에소극적이었을지도모른다.

최근의주문형비디오등다양한플랫폼의발전으로
인해실시간으로시청하는비율이급격하게떨어지면서
특히젊은층에게, ‘본방사수’의이유가점차사라지고
있다[2].  이렇게 방송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라고 할 수 있는 실시간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을
받는현시점의상황은반대로혁신을이루기좋은기회
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셜 TV는 축소되
고 있는 광고 수익을 극대화 내지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스마트 TV에서 웹 서핑하는
것은 방송사에 도움이 안되지만 TV 방송보면서 서로
떠들고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고 광고 본 사람들이 다
시무언가를검색해보는등의행위는좋은수익모델로
연결시킬수있다.

두번째, TV에대한기존의고정관념을허물어야한
다.  예전에는채널을변경하여방송국이송출해주는
상이 나오면 TV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
나휴대폰에서이들 상을볼수있다는이유만으로이
기기들 마저 TV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우리는 거실에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TV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러한형태의제품을계속만드는것만이수익으로이
어지거나그러한형태에녹아들어가야스마트 TV 일거
라는생각을버려야혁신이가능할것이다.  TV 제조업
체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아
니라셋탑박스일수도있고스마트폰에들어가는어플
리케이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만들던 것을 만들기 보
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런 면에서 Zeebox나 SOTY의 시도는 긍정적인 방향이
지만제조회사들의스마트 TV는쉽게사용자들의호응
을얻기힘들것같아보인다.

세번째, 서비스는 현재 사용자들이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부분을채워주는서비스여야한다.  기존에없던
욕구를새로만드는방법도있겠지만굳이힘들게새로
만드는대신지금이미사람들이갈망하는서비스를피
해갈이유는없지않을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 모바일 사용자들을 사용
자조사해보면항상데이터사용에대한그리고더편리
한 메시징에 대한 욕구가 있어 왔다.  물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직접설문을진행할때직접적으로그렇게답
하지는 않았지만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알수있는사실이었다.  마찬가지로 TV를시청하
는사용자들에게지금상상하기어려운어떤멋진부분
을 만들어 성공하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가장불편해하는면을해결해주는것이쉽게성공하는
길이라고생각한다.

엔지니어들에게 TV는 멋진 상을 시청하는 도구
지만사용자들에게 TV는사람들의이야기가나오는곳
이다.  때론 집중해서 듣고 참여하지만 때론 한귀로 흘
려 듣고 때론 듣지 않으면서도 틀어두는 경우도 많다.
또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다른 시청자들과 이야기하
고싶어하고더많은내용을알고싶어하는욕망은있더
라도 그 이야기 자체를 방해해선 안된다.  즉‘친숙한
사람들이옆에서재미난이야기로수다를떠는상황’을
구현하는 것이 대부분 TV의 기능이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없을땐이야기에참여하고바쁠땐하던작업을계
속 하면서 단순하게 백그라운드를 TV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그래서 TV 수족관 같은것은쉽게성공하지못
한다. 물고기의대화가사람들의주된관심사가아니기
때문이다.).  미래엔또어떻게바뀔지모르겠지만이것
이현대시청자의TV시청행위이다.

TV 사용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Lean-Back
Experience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TV 업계 전체로 보
면앞의역사에서훑어보았듯실패한사례들의원인으
로산업에서많은사람들에게통용되는개념이되었다.
하지만정말중요한건 TV 사용경험은 Lean-Back 만
도 아니고 Lean-Forward 만도 아니고 Lean-Back에
서Lean-Forward로옮겨가는것도아니고그둘사이
를 항상 왔다갔다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근에 변화
하기시작한것도아니고지난수십년동안계속되어왔
지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제조회사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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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 불과하다.  스마트 TV의 서비스나 UX는 TV산
업 전체를 이해하고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하게이해해야성공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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