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   17

17

I. 서 론

초고속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시청자가 원하

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양방향으로 제공해줄 수 있

는 방통융합 환경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시청패

턴은 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에 맞

추어 단순 시청하는 방식이었다면 방통융합 환경에

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시청

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IPTV는 이

러한 방통융합환경에서 VOD 콘텐츠 소비의 새로

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TV는 ‘self-customized’ 되고 ‘social

networked’를 특징으로 뉴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생

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플랫폼

은 고화질 대용량의 콘텐츠를 다수의 시청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막대한 망투자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국내 IPTV 서비스는 오픈 네트워크

환경과는 달리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서

비스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근에 방송 서비스의 하이브리

드형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플랫

폼은 이종의 플랫폼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융합 플랫폼을 칭한다. 여기에는 각 플랫폼

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어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과 같은 전통 매체는 고화질의 콘텐츠를 안정성 있

게 다수의 시청자에게 동시에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개인화된 서비스와 시청자 위주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전통 매체에 인

터넷이 단순히 결합되는 구조가 아니라 방송신호

안에 웹 콘텐츠 정보를 삽입하고 웹 기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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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UI와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결합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위성방송 사업자인 SkyLife와 통신

사업자인 KT가 제휴하여 'QookTVSkyLife' 서비스

를 론칭하여 위성채널로는 HD급 고화질 실시간 콘

텐츠를 전송하고, IP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양방향

VOD 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국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주

도하여 하이브리드 방송 플랫폼이 상용 서비스하고

있거나 새로이 준비 중에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지

상파 방송사가 주도하는 범유럽 표준 컨소시엄의

HBBTV(Hybird Broadcast Broadband TV)[1]는

상용 서비스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BBC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YouViewTV[2](구 Project

Canvas)의 본 서비스가 2012년 초에 시작될 예정

이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방송4사(KBS, MBC, SBS,

EBS)와 가전사(삼성, LG) 및 학계와 함께 시청자들

에게 고품질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상파

매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방송표준포

럼에서 개방형 지상파 스마트TV인 OHTV 표준화

를 진행하여 왔다.

본 원고에서는 개방형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

표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OHTV의 주요 서비스 내

용과 송수신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OHTV 서비스

OHTV는 개방형을 지향하면서 표준화 작업부터

진행하였다. 민간주도 산업표준화 협의체인 차세대

방송표준포럼에서 2008년 11월에 개방형 하이브리

드 TV분과가 신설되었다. 여기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0년 8월 OHTV 표준안이 만들어졌

다. 이를 TTA 양방향TV분과(PG804)에 제안하여

2010년 12월 23일에 TTA의 잠정 표준으로 제정되

<그림 1> OHTV 서비스 진입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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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OHTV 서비스의 주요 진입 시나리오는 <그림 1>

과 같이 지상파 방송 시청중에 바로 서비스에 진입

할 수 있다. 즉, 채널한정형(channel bound) 방식

으로써 지상파 방송 신호를 통해 서비스 진입 URL

을 얻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 웹어플리케

이션을 가져온다. DTV 채널을 통해 각 방송사의 어

플리케이션을 시그널링하기 위하여 MHP의 AIT

(Application Information Table)를 이용한다[3].

OHTV의 주요 서비스에는 Advanced EPG 서비

스, Push VOD 서비스, IP기반 VOD 서비스, 비디

오 북마크 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이 있다. 

1. Advanced EPG 서비스

Advanced EPG 서비스는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이미지와 미리보기 동영상 그

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VOD 서비스로의 연결이 가

능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가이드 서비스이다. <그

림 2>는 KBS OHTV 플랫폼에서 구현한 Advanced

EPG 화면을 보여준다. 지난 1주일의 방송 정보와

다가올 1주일의 방송 정보를 보여준다. 지난 1주일

의 방송은 VOD와 연결되어 있어 시청자가 선택하

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보기 VOD 목록이 제

공된다. 여기에서 시청자는 원하는 회차의 프로그

램을 VOD로 시청할 수 있다. 다가올 1주일의 방송

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높시스를 보여주고 미리보기

VOD를 제공하거나 예약녹화를 할 수 있다.

서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안내정보 이외에 수신

기에 저장된 콘텐츠에 대한 브라우징, 검색, 프로그

램 상세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2. Push VOD 서비스

Push VOD 서비스는 지상파 채널의 일부 대역으

로 방송 콘텐츠 또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비실

시간으로 수신기에 자동 저장시켜 다운로드가 완료

되면 시청자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방송망을 통하여 전송되므로 통신망에

대한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방식으

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을 통한

전송은 ATSC 2.0의 NRT(Non Real Time) 전송 표

준을 이용한다. Push VOD 콘텐츠 수신 중 미수신

된 부분이 발생하면 수신기는 해당 콘텐츠의 ID를

확인하고 인터넷 리턴 채널을 통해서 미수신된 콘

텐츠 부분을 전달받아 복구가 가능하다.

<그림 2> Advanced EPG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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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Push VOD 서비스 편성표를 보여준

다. 지상파의 일부 대역으로 전달될 프리미엄 콘텐

츠의 목록이 표시되며 시청자가 선택하여 수신할

수도 있다.

3. IP기반 VOD 서비스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VOD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VOD 콘텐츠를 장르

별로 분류하여 최신순 및 인기순으로 정렬하여 콘

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TV 환경을

고려하여 검색어 자동완성과 인기 검색어 추천 기

능도 같이 제공한다. 또한 시청자의 콘텐츠 이용 내

역과 평가가 반영된 시청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개

인에게 맞춤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시청

자의 콘텐츠 접근을 편리하게 하고 시청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수신기와 서버간의 콘텐츠 요청 및 전송은 스트

리밍과 다운로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개방

형 인터넷에서의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적응

형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하다. 스트리밍을 제외

한 다운로드 방식의 전송에는 2배속, 역배속을 지

원한다. 그리고 VOD의 임의 시점에서부터 보거나

시청후 이어보고자 할 경우 수신기는 전송 받을 부

분의 위치를 요청하여 임의시점부터 VOD를 시청

<그림 3> Push VOD 서비스 편성표

<그림 4> VO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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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4. 비디오 북마크 서비스

비디오 북마크 서비스는 시청자가 프로그램 시청

중에 관심있는 부분을 선택, 저장, 재시청 및 공유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비디오 북마크를 통해 시청

자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

는 장면부터 골라 볼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북마크

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콘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수많은 의미있는 비디오 북마크

를 연속해서 볼 수 있는 이어보기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된 콘텐츠를 감상할 수도 있다. 

<그림 5>는 비디오 북마크 서비스의 개념도를 보

여준다. 시청자가 TV 시청중에 설정한 비디오 북마

크는 공유서버에 저장된다. 이때 제공되는 메타데

이터는 프로그램 ID, 시간정보, 해당 지점의 썸네일

이미지 및 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이다. 공유서버는

시청자가 등록한 비디오 북마크를 동영상 콘텐츠와

연결하고 최신순으로 정렬하거나 조회수가 높은 인

기 순으로 정렬하여 비디오 북마크를 다른 시청자

에게 서비스한다. 비디오 북마크 메타데이터는 시

청자끼리 공유 할 수도 있고, 콘텐츠 공급자가 제작

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5. 광고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모델로서 광고 기반 VOD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요청한 VOD가 재생되

기 전이나 중간에 동영상 광고가 재생되게 할 수 있

으며, 시청 중에 프로그램과 연관된 광고 페이지를

볼 수 있다. 동영상 콘텐츠와 광고 동영상을 연결해

주는 광고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정책에 따라 다양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다. 광고 스케쥴의 변경으로 인한 동영상 광고 내

용의 변경도 메타데이터의 업데이트만으로 가능하

다. <그림 6>은 장면연관정보 어플리케이션 템플릿

화면이다. 동영상 재생과 함께 우측 상단 영역은 내

용과 연관된 광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하단은 출연

자들의 인물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5> 비디오 북마크 서비스 개념도

책갈피 책갈피 책갈피 책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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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OHTV 서비스 송수신 시스템

<그림 7>은 OHTV 실험서비스를 위해 KBS에서

구축한 OHTV 서비스 플랫폼 구성도이다. OHTV

서비스 플랫폼은 제작/관리 시스템과 송출 시스템

그리고 수신기로 나눌 수 있다. 제작/관리 시스템은

방송 편성정보와 정보형 데이터를 요청하고 저장하

는 정보처리 시스템과 OHTV 서비스 콘텐츠를 제

<그림 6> 장면연관 정보 및 광고 이미지

<그림 7> OHTV 서비스 플랫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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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 저작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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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콘텐츠 제작 시스템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송출 시스템은

지상파 방송망을 통한 송출 시스템과 인터넷망을

통한 송출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작/관리 시스템

OHTV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제작/관리 시스템은 정보처리 시스템, 콘텐츠 제

작 시스템,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크게 세 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정보처리 시스템은 방송국내의 편성정보처리 시

스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주간편성표와 일일운행

데이터를 얻어 DB에 등록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보제공서버에도 주기적으로 접속하여 날씨/뉴스

/주식/교통정보 데이터를 가져와 DB에 등록하는

역할을 한다. 

콘텐츠 제작 시스템은 동영상 인제스트 서버와

장면연관정보( SAI : Scene Association Infor-

mation ) 저작툴로 구성된다. 동영상 인제스트 서

버는 DTV 라이브 송출신호를 일일운행 데이터와

연동하여 방송 프로그램 단위로 실시간으로 동영상

을 획득하는 기능과 아카이브와 연동하여 동영상을

OHTV 서비스용 동영상 포맷으로 변환하여 저장하

는 기능을 가진다. 이때 HD 콘텐츠에 대해 SD급

동영상과 모니터링용 낮은 해상도의 MPEG-4 프

록시 파일을 생성한다. 또한 동영상 메타데이터와

대표 썸네일 이미지 그리고 임의 시점부터 재생을

위해 동영상의 I 프레임을 미리 추출해 놓는 프리인

덱싱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갑작스런 일일운행의 변경과 같

은 예외사항에 대비하여 획득 동영상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능도 가지고 있다. 

장면연관정보 저작툴은 비디오 북마크로 설정한

위치에 프로그램 내용과 연관된 정보 페이지를 저

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장면연관정보는 프

로그램의 의미있는 내용으로 구분된 세그먼트 단위

로 만들어진다. 장면연관정보 저작툴은 템플릿을

생성하는 기능과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템플

릿과 장면연관정보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

림 8>은 장면연관정보 저작툴의 세그먼트 관리 UI

<그림 8> 장면연관정보 저작툴 - 템플릿 / 세그먼트 관리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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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포털매니저의 역할은 가입자 관리, 콘텐츠 관리,

시스템 안정성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OHTV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와 콘텐츠를 관리

하는 시스템이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다. 콘텐츠 관

리 시스템은 콘텐츠 등록 및 관리 그리고 비디오 북

마크 정보 관리 기능을 가진다. 콘텐츠 등록은 동영

상 인제스트 서버에서 동영상이 획득되고 저장될

때 이루어진다. 이때 등록되는 동영상에 대해

UCI(Universe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를 부

여한다. UCI는 국가표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로

써 개별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

해 주는 체계이다. UCI는 등록관리기관 고유의 식

별체계를 포함하는 구문구조로 되어 있어 활용하기

편리하며 콘텐츠의 무분별한 중복을 막고, 콘텐츠

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서비스 동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메타데이

터를 등록,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광고 동영상에 대한 정보도 관리하며,

광고가 어느 동영상과 연결되고 어느 시점에서 광

고가 재생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작하고 관리

한다. 또한 비디오 북마크 데이터를 관리하고 각 비

디오 북마크를 의미있는 것들로 한데 묶어 이어보

기 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OHTV 메타데이터는 제작 메타데이터와 서비스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 제작 메타데이터는 동영상

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주를 이루며, 방송

편성정보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관

련 정보와 각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면서

부여되는 동영상 속성들이 제작 메타데이터에 포함

된다. 서비스 메타데이터는 비디오 북마크 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정보들로 이

루어져 있다. 비디오 북마크는 장면연관정보와 연

결되어 있으며 <그림 9>와 같은 메타데이터 연관관

계를 가진다. 

SAI 정보와 세그먼트 정보는 N:N의 관계를 가진

<그림 9> 메타데이터 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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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하나의 SAI 정보는 여러 개의 세그먼트 정

보에 연결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세그먼트 정보는 여

러 개의 SAI 정보를 가질 수 있다. SAI 정보는 세그

먼트 전체에 걸쳐 노출될 수도 있지만 특정시점에

노출 될 수도 있다. 이것은 SAI 정보 필드 중에서

동영상내에서의 시간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TemporalLocator에 의하여 표현된다[3].

2. 송출 시스템

OHTV는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공유하는 플랫폼

이기 때문에 2개의 송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방송

망을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Push VOD 기술은

디지털 TV의 장점 중 하나인 다양한 부가 데이터를

A/V 신호와 함께 하나의 트랜스포트 스트림 형태

로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DTV 트

랜스포트 스트림에 부가적인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비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ATSC에서

는 FLUTE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NRT 표준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이다.[4]

Push VOD를 위한 송출시스템은 방송망을 통해

전송할 콘텐츠 정보와 송출 스케쥴 정보를 가져오

는 부분과 전송할 콘텐츠를 NRT 규격에 맞게 가공

하는 NRT 인코더, 그리고 수신기가 해당 콘텐츠의

<그림 10> NRT 인코더 모듈 구조

02본본:02본본  11. 4. 5.  본본 12:59  Page 25



26 방송공학회지 16권 1호

26 특집 : 스마트TV

유무를 알고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NRT 시그널링

정보를 PSIP 인코더로 전달해주는 인터페이스 부

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0>은 NRT 인코더의 구성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콘텐츠 전송 프로토콜에서 핵심이 되는

NRT 인코더는 전송하고자 하는 콘텐츠 정보를 입

력받아 처리하는 송출정보 관리 모듈, 실제로 콘텐

츠를 NRT 표준에 맞게 인코딩하는 인코딩 모듈,

인코딩된 콘텐츠를 송출하는데 필요한 ASI 인터페

이스 모듈, 인코딩된 콘텐츠를 수신하는데 필요한

시그널링 정보를 PSIP 인코더에 전달하는 PSIP 인

코더 인터페이스 모듈, 인코딩되고 송출되고 있는

NRT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 모델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넷망을 통한 송출 시스템은 OHTV 기술 규

격에 맞는 HTML 형태의 웹 어플리케이션과 VOD

동영상을 HTTP 프로토콜로 인터넷을 통해 수신기

에 전달한다. OHTV 어플리케이션은 <표 1>과 같은

CEA-2014의 CE-HTML 규격에 맞게 작성되어

HTTP 프로토콜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다. CEA-

2014는 TV와 같은 가전기기에서 웹기반 UI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술이다[5]. 

브라우저상에서의 동영상재생을 위한 API는

CEA-2014의 A/V Scripting Object를 사용할 수

있다. OHTV 표준에서는 이외에도 메타데이터 처

리, 인증, 콘텐츠 다운로드, 콘텐츠 관리 등을 위하

여 추가적으로 수신기 API를 정의하였다.[3]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전송은 편의성 및 보안문

제 등을 고려하여 RFC 2616에서 규정한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1.1 규격을 활용한

<그림 11>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전송

<표 1> CE-HTML 주요규격

XHTML
• XHTML 1.0 Strict or Transitional

• Mime type : application/ce-html+xml

• DOM2 Core/Style/events

DOM • KeyEvent

• DOM2 HTML subset

CSS
• CSS TV Profile

• CSS 2.0, CSS 2.1 subset

Script
• ECMA-262

• A/V Scripting Object, XMLHttp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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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신기는 서버에 대용량 콘텐츠를 요청하기 위

해 해당 콘텐츠에 할당된 URL로 HTTP 1.1 Re-

quest 메시지를 구성하여 사용한다. VoD 파일을

중간부터 보거나 다운로드가 중단된 콘텐츠를 이어

받고자 할 경우 수신기는 전송 받을 부분의 Byte 단

위 위치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일부분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HTTP 1.1 Request 메시지 헤더의

Range 파라미터를 이용하거나 HTTP GET/POST

방식으로 파라미터 값을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6] 서버는 수신기의 요청 메시지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대용량 콘텐츠 및 관련 메타데이터를 HTTP

Response 메시지로 수신기에 전송한다. <그림 11>

은 이에 대한 과정을 보여준다. 

3. 수신기

수신기는 서버에서 전송한 동영상 콘텐츠와 웹

어플리케이션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콘텐

츠와 어플리케이션을 OHTV 규격에 따라 수신하고

이를 처리하여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하드웨어적으로는 DTV 방송을 수

신하고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1개 이상의 ATSC

DTV tuner와 인터넷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동영상

<그림 12> OHTV 수신기 주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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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재생을 위해 MPEG-2, H.264, VC-1 표

준의 동영상 디코더가 있다. 하드디스크와 같은 대

용량 저장장치는 최근 상용 TV에는 내장되어 있지

않고, 외장장치를 부착해서 지원하는 추세이다. 소

프트웨어적으로는 <그림 12>와 같이 수신을 위한

HTTP와 NRT 프로토콜 처리 기능과 서버에서 전

송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CEA-2014의 CE-HTML 및 OHTV api 처리 기능

을 가진다.[2] 

DOM 이벤트 타입을 이용하여 리모콘의 키 이

벤트를 처리할 수 있으며, A/V object 및 XML

HttpRequest object는 ECMA Script와 바인딩하

여 프로그래밍한다. 동영상 컨트롤은 A/V object

를 활용하여 재생창의 위치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영상 URL을 매핑하고 재생을 요청하는

것도 A/V object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XML

HttpRequest는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반기술로서 사용

자 요청을 즉시 처리하는 인터렉티브 형식의 웹 어

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IV. 결 론

인터넷이 미디어 플랫폼화 됨으로써 방송환경이

단순 일방적 시청형태에서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및 참여형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이 가져다 주는 장점과 함께 전통적

인 매체의 신뢰성과 안정성 그리고 고화질 콘텐츠

의 효율적 대량 전송의 장점을 결합한 개방형 하이

브리드 플랫폼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유료 방송 사업자의 종속적인 플랫폼이 아닌 무

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방형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유럽에서는 범유럽 표준 컨소시엄의

HbbTV가 상용화되어 서비스되고 있고, 영국에서

는 YouViewTV가 상용화 준비 중에 있다. 국내에

서는 방송4사와 가전사가 함께 모여 표준을 만들고

2010년 말 TTA 잠정표준 승인과 함께 실험서비스

를 진행한 바 있다. 

OHTV는 스마트TV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기존

전파를 이용한 방송 기술과 인터넷 IP망을 이용한

스마트TV 기술을 결합하고 유휴 방송주파수 대역

에서 비실시간으로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을 대량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OHTV는 기

존의 방송과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통한 인터렉티

브 디지털TV 기술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써 디지털

방송 규격인 ATSC의 업그레이드인 ATSC 2.0에도

관련 기술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 

향후 하이브리드 플랫폼의 기술적 상호 결합과

기본 서비스 기술에 중점을 둔 OHTV의 기술규격

을 더욱 발전시켜 PC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단말과도 연계하는 N스크린 서비스로 확대하여 연

구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방통융합

시대에 시청자들에게 보다 좋은 고품격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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