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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표준과 적합성 시험 환경

요 약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표준은 TV 제조사와 플랫

폼 사업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스마트 TV 앱 생태계 한계를 극

복하고 표준 기반의 공통 플랫폼 기술을 통해 앱 생태계를 활성

화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개방형 TV 플랫폼 기술 표준이다. 

본 고에서는 이 표준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표

준에 정의된 HTML5 기반의 앱 실행환경, TV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한 앱 모델, 채널·프로그램과 같은 방송 자원을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앱 스토어를 통한 앱 다운로드 및 실행을 위

한 패키징 규칙, 멀티스크린·적응형 스트리밍 등 다양한 스마

트 TV 플랫폼 관련 기술들을 설명한다. 또한, 스마트 TV 앱이 

표준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한 수신기에 동일하게 실행됨을 보

장하기 위해 수신기에 대한 표준 구현 적합성 검증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한 시험 기준을 정의한“HTML5 기반 스마

트 TV 플랫폼 수신기 적합성 시험”표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 표준은 수신기 기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

고 시험 절차 및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고는 

TTA에서 실제로 이 시험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한 적합성 시험 

환경을 소개한다. 수신기의 표준 기술 검증용으로 시험표준에 

따라 개발된 테스트 케이스와 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수집 관

리하기 위해서 구성한 웹 서버, 방송 송출 서버, 적합성 시험 관

리 시스템 등의 환경 구성 요소 및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

명한다.

Ⅰ. 서 론

스마트 TV는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시

청뿐만 아니라 VOD, 게임, 교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부가 서

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해 주는 수신기 및 플랫폼으로, 소비자

는 스마트 TV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원하는 대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TV를 의미한다. 지금

까지 스마트 TV와 관련한 앱의 생태계는 삼성과 LG 등의 제조

사 중심의 생태계와 Google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로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플랫폼 및 콘텐츠 시장의 

파편화는 앱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여 앱 개발 불편 및 비용 증

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스마트 TV 생태계 활성화에 장애요인

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스마트 TV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

한 핵심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TTA에서는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1] 표준(TTAK.KO-07.0111/R1, 이하 스마

트 TV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 표준은 차세대 웹 표준 기술인 

HTML5를 기반으로 지상파, IPTV, 위성, 케이블 등 다양한 방

송매체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개방형 TV 플랫폼 기술 표준이다.

이와 함께 TTA에서는 이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된 수신

기에 대한 표준 적합성 시험을 위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자“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수신기 표준 적합성 시

험”[2] 표준 (TTAK.KO-07.0119, 이하 스마트 TV 시험 표준)

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시험 표준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 개발

하고 이를 운용하여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표준 기반의 스마트 TV 앱 생태계 활성화

의 일환으로, 스마트 TV 표준을 적용한 수신기 간 스마트 TV앱

에 대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 앱이 모든 수신기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 TV 표준을 소개한다. 표준 기반의 서비스 

시나리오와 수신기 플랫폼 구조 등의 표준 개요를 소개하고, 앱 

모델, W3C/HTML5[3] 웹 코어, 확장 API, 멀티스크린 등 표준

에 반영된 다양한 기술 규격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본 고는 스

마트 TV 시험 표준을 소개한다. 스마트 TV 수신기가 표준의 요

구사항에 적합하게 구현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 항목

의 절차와 판정 기준, 시험 환경의 구성 요소 등을 설명한다. 마

지막으로, TTA에서 스마트 TV 시험 표준에 따라서 실제로 테

스트 케이스를 개발하고 시험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적합성 시험 환경을 소개한 후 본 고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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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1. 표준의 개요

스마트 TV 표준은 W3C/HTML5 기술 규격을 기반으로 모든 

방송 매체에 공통 적용 가능한 스마트 TV 앱 실행 환경을 정의

하는 개방형 TV 플랫폼 기술 규격이다. 본 표준에 따른 스마트 

TV 앱은 <그림 1>과 같은 방식으로 수신기로 전달되어 실행될 

수 있다.

먼저, 지상파, IPTV, 케이블, 위성 등 다양한 방송 매체의 방

송 채널 사업자는 기존 방송 콘텐츠와 함께 특정한 스마트 TV 

앱을 실행시킬 것을 요청하는 방송 신호를 송출할 수 있다. 이 

신호를 받은 스마트 TV 수신기는 관련 정보를 해석하여 앱을 

실행하기 위한 Web URL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웹 서버에 

접근하여 앱을 실행시킬 수 있다. 반면, 일반 스마트 TV 앱 개

발자들의 경우에는 표준에 따라 앱을 개발한 후 이를 앱 스토어

에 게시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스마트 TV 사용자는 TV 메뉴를 

통해 앱 스토어에 접근한 후 앱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한 후 실행시킬 수 있다.

<그림 2>는 스마트 TV 표준을 적용한 수신기의 구조를 나타

낸다. 스마트 TV 플랫폼은 전체 수신기의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미들웨어(M/W)의 역할로써, 운영체제(OS)에 독립적으로 동작

하면서 TV 시스템 소프트웨어 위에서 스마트 TV 앱이 실행되

기 위한 웹 기반의 실행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 TV 플랫폼은 

스마트 TV 앱이 TV 디바이스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API를 제공하며, 웹 코어 기능의 확장과 앱 관리 

및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통하여HTML5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

한 스마트 TV 앱을 수신기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을 구현하게 된다.

 

2. 스마트 TV 앱 모델

스마트 TV 앱은 PC나 스마트 폰과 다른TV 디바이스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마트 TV 플

랫폼은 이러한 앱의 분류에 따라서 적절한 실행환경을 제공해

야 한다. <표 1>은 스마트 TV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앱의 분

류를 나타낸다.

표 1. 스마트 TV 앱의 분류

기 준 분 류

패키징	여부
패키지	앱	(Package	App)

비패키지	앱	(Non-Package	App)

실행방식

스토어	앱	(Store	App)

시그널	앱	(Signal	App)

브로드밴드	앱	(Broadband	App)

방송수신

활성화	여부

방송	활성화	앱

(Broadcast	Activated	App)

방송	비활성화	앱

(Broadcast	Inactivated	App)

채널종속	여부

채널	바운드	앱

(Channel	Bound	App)

채널	언바운드	앱

(Channel	Unbound	App)

패키지 앱은 앱의 모든 자원이 하나의 패키지 파일에 압축되

어 전송 및 설치되는 앱으로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되는 앱을 

의미하며, 비패키지 앱은 웹 서버에 URL을 통해 접근하여 직

접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앱을 의미한다. 한편, 앱스토

어를 통해 설치한 후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실행하는 앱은 스

토어 앱이라고 하며, 방송신호에 의해서 실행되는 앱은 시그널 

앱, 그리고 확장 API를 통해서 HTTP URL 주소로 실행하는 앱

을 브로드밴드 앱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앱이 실행될 때 방송 비디오를 포함한 TV 수신 기능을 

그림 1. 스마트 TV 서비스 개요

그림 2. 스마트 TV 플랫폼 수신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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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하면서 실행하는 앱을 방송 활성화 앱으로, 앱이 실

행될 때 모든 방송 자원을 정지시키고 실행되는 앱을 방송 비활

성화 앱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방송 활성화 앱 중에서 채

널을 변경할 때 자동으로 종료되는 앱은 채널 바운드 앱, 채널

을 변경 시 그 실행상태를 유지하면 채널 언바운드 앱으로 정의

한다. 

스마트 TV 표준은 이러한 앱 분류를 통해 각 앱이 실행될 때 

수신기가 제공해야 하는 실행 환경의 요구사항과 각 앱 사이의 

실행 우선 순위와 같은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앱은 표준기반의 다양한 수신기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된다. 

3. W3C/HTML5 웹 코어

스마트 TV 표준은HTML5를 포함한 W3C의 최신 기술 규격을 

표준에 반영하여 고품질 고기능의 스마트 TV 앱 개발을 지원하

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W3C의 규격 자체는 TV의 

디바이스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격을 

본 표준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수신기의 품질 문제나 앱의 일

관성 확보가 어려운 이슈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

려하여 스마트 TV 표준은 W3C/HTML5 웹 코어의 기술 기준으

로 OIPF의 “Web Standards TV Profile”[4] 기술 규격을 준용

한다. 이 기술 규격은 HTML5, CSS3, 기타 웹 기술을 TV 서비

스와 장치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정의한 것으로, 기존 웹 

기술의 확장이나 수정이 아니라 HTML5 웹 기술 중에서 TV 장

치에 적용 가능한 웹 기술에 대한 부분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다. 

스마트 TV 표준은 웹 코어를 정의하기 위해 이러한OIPF 기술 

규격을 수용하며 이에 추가로 키 코드, Geolocation 지원[5], 방

송용 video 요소 정의 등의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본 표준 기술을 구현하는 스마트 TV 수신기는 OIPF 기술 규격

이 정의하고 있는 W3C 기술규격과 본 표준에서 추가로 지정한 

필수 요구 사항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며, 앱 개발자는 본 표준

에서 지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태그나 속성, API를 통해서 앱을 

개발해야만 수신기간 상호 호환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4. 확장 API

스마트 TV 표준에서 확장 API는 현재 실행 중인 앱을 제어하

거나, 방송 채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제어하

며, 또한 수신기 기능을 확인하고 상세 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

양한 스마트 TV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스

마트 TV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집합이다. 이는 스마트 TV 앱에

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지만, W3C의 기술 규격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TV 표준은 <그림 3>과 같은 계층 

구조를 가지는 확장 API를 정의한다. 스마트 TV 표준의 확장 

API는 웹 코어 window 객체의 tvExt 전역 속성으로 각 인터페

이스에 접근 가능하며, 확장 API의 인터페이스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방송 (broadcast), 디바이스 (device), 멀티스크

그림 3. 확장 API의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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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multiscreen), DRM (drm)으로 구분된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현재 실행 중인 앱에 대한 

관리 기능과 현재 수신기에 설치된 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의되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앱은 새로운 앱을 

생성하거나 현재의 앱을 종료할 수 있고, 보이기 속성 제어, 리

모컨 키와 앱의 TV 자원에 대한 권한 제어 등이 가능하며, 현재 

수신기에 설치되어 동작하는 스토어 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

회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방송 인터페이스는 수신기의 채널 맵을 구성하고 

있는 채널에 대한 채널명, 채널번호 및 URL 등의 정보와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의 명칭, 설명, 요소 비디오/오디오, 자막 

등의 정보를 앱에 전달하기 위해서 정의되었다. 

한편, 수신기 인터페이스는 현재 앱이 실행되고 있는 TV 장

치의 상세 정보를 앱에 전달하기 위해서 정의되었다. 이 정보에

는 수신기의 네트워크 상태 및 설정 정보와 제조사 및 모델명, 

H/W와 S/W의 버전 등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앱은 수

신기의 특정 기능에 대한 수신기 구현 여부를 이 인터페이스에

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신기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서비

스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멀티스크린과 DRM 인터페이스는 본 장 제5절에

서 설명할 스마트 TV 플랫폼 고급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과 같은 컴패니언 디바이스와의 상호 연동, 암호화된 멀티미디

어 컨텐츠에 대한 복호화 서비스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

요한 API를 제공한다.

스마트 TV 앱 개발자는 이러한 확장 API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window 객체를 통한 인터페이스 접근과 API 호출을 통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TV 디바이스 환경에 적합한 다양

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다.

5. 스마트 TV 표준 고급 기능

스마트 TV의 고급 기능은 스마트 TV 표준을 개정하면서 새롭

게 추가된 기술 요구사항으로서 멀티스크린, DRM, 적응형 스

트리밍 등 스마트 TV 기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의되었다. 스마트 TV 기본 기능은 

표준에서 모두 필수 요구 사항으로 명시된 반면, 고급 기능은 

제조사나 플랫폼 개발사가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택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멀티스크린 기술은 스마트 TV와 스마트 폰, 태블릿과 

같은 컴패니언 디바이스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후, 상호 메시지를 교환하여 디바이스간 연동 서

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규격이다. <그림 4>는 표준에서 제

시하는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TV 플랫폼 구조를 나

타낸다.

스마트 TV는 UPnP[6], mDNS[7] 등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기술을 이용하여 컴패니언 디바이스와 서로 인식하고 연결될 

수 있다. 스마트 TV 표준은 이와 같은 디바이스 연결을 위해 특

정한 네트워크 기술을 규정하지는 않으며, 스마트 TV 플랫폼은 

스마트 TV 앱이 컴패니언 디바이스와 서비스 세션을 맺기 위해

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연결 설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 

API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API는 스마트 TV 플랫폼

이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술 표준에 독립적으로 동작함을 보장

해야 한다. 디바이스간 연결 설정이 완료되면 확장 API의 멀티

스크린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WebSocket API[8] 기반

의 서비스 세션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세션을 통하여 다양한 

JSON[9]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스마트 TV와 컴패니언 디바

이스간 상호 연동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한편, DRM 기술은 스마트 TV 앱이 저작권이 있는 멀티미디

어 콘텐츠에 대한 재생 및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보

호 기술과 관련된 플랫폼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스마트 TV 표

준은 특정 DRM 기술을 규정하지는 않으며, 스마트 TV 수신기

에서 DR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DRM Agent와 

스마트 TV 앱이 콘텐츠 복호화를 위해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

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응형 스트리밍은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가

용한 대역폭에 맞게 적절한 화질의 스트리밍 파일을 끊김 없이 

재생하는 스트리밍 기술이며, 스마트 TV 표준은 이를 지원하

기 위하여 MPEG-DASH[10] 표준을 준용하고 있다. MPEG-

DASH 기술 표준에서 MP4 on Demand, MP4 live, TS 

simple 프로파일을 표준의 범위에 포함하며, 이에 추가하여 스

마트 TV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한 MPD와 수신기 구현의 추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4.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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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이 밖에도 스마트 TV 표준은 앱 스토어를 통한 앱의 배포 및 

다운로드, 설치를 위한 패키징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W3C 

Widget[11] 기술 규격을 준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TV용 스토어 

앱을 지칭하기 위한 ID 형식, TV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 정책 

설정과 같은 사항을 정의하였다. 

또한, 방송 채널 사업자의 송출 신호에 의해서 앱을 실행하

고 종료하는 생명주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AIT(Application 

Information Table) 기반의 앱 시그널링 규격을 포함하고 있

다. ETSI의 DVB Signaling[12] 규격을 도입하여 국내 방송 환

경에서 스마트 TV 앱의 시그널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와 

값을 선별하고 이를 기술 표준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TV 표준의 수신기 요구사항은 스마트 TV 플랫

폼이 동작하는 TV 수신기가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하는 구현 요

구 사항을 정의한 부분으로, 리모컨 키에 대한 가상 키 이벤트, 

스크린 해상도, 그래픽 평면의 컬러포맷, 비디오 스케일링 및 영

상비, 런타임 메모리 등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TV 표준은 제조사나 플랫폼 개발사가 표

준의 적합한 구현 범위 및 서비스 특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에 대한 프로파일을 <표 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 TV 표준은 각 프로파일에 따라서 표준 기술의 구현 범

위를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스마트 TV 앱은 수신기의 캐

퍼빌러티(capability) 정보를 통해 현재 실행중인 수신기의 프

로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스마트 TV 표준 프로파일 정의

프로파일명 내 용

통합	프로파일 표준의	전체	요구사항을	구현함

방송	연동형

프로파일

방송신호에	의해	실행되는	앱만을	지원하는	수

신기	프로파일

기본	패키지

프로파일

스토어	앱	형식으로	실행하는	수신기로	방송	활

성화	앱은	지원하지	않는	프로파일

고급	패키지

프로파일

스토어	앱	형식으로	실행하면서	방송활성화	앱

과	비활성화	앱을	모두	지원하는	프로파일

Ⅲ.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수신기 표준 적합성 시험 

1. 표준의 개요

스마트 TV 시험 표준은 스마트 TV 표준을 기준으로 수신기가 

표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부합하여 구현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

한 시험 환경 및 시험 항목과 절차, 그리고 판정 기준을 제시하

는 기술 규격이다. 스마트 TV 표준에 따라 개발된 앱이 모든 수

신기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UX)을 통해서 실행됨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스마트 TV 수신기의 표준 구현 적합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표준은 적합성 시험을 위하여 200여개의 테스트 요소를 

도출하여 테스트 케이스로 정의하고, 각 테스트가 검증해야 할 

수신기의 기능, 검증 방법, 테스트 단계별 수신기의 기대 동작 

등을 정의하여 테스트 케이스 개발의 구현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테스트 케이스의 개발자는 반드시 이 시험 표준의 요구 사

항을 만족하여 개발하고 적합성 시험에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

러 이 표준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시험 환

경 구성을 위한 구성 요소, 시험용 채널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

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2. 시험 환경의 구성

스마트 TV 시험 표준은 적합성 시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웹 서버, 방송송출장비, 앱 시그널링 정보, 채널 및 프로그램 정

보와 같은 환경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그림 5>와 같이 시험환

경의 구성을 제시한다.

테스트 케이스는 웹 서버에서 호스팅되어 인터넷 망을 통해서 

수신기로 전달되며, 방송 콘텐츠는 방송송출장비를 통해서 방

송 망으로 전달된다. 시험용 앱을 실행시키기 위한 앱 시그널링 

정보와 시험에 필요한 채널 및 프로그램 정보는 방송 컨텐츠와 

함께 방송망을 통해서 수신기로 전달된다.

한편, 적합성 시험을 위한 테스트 채널은 초기화 채널(CH-

Dummy)과 3개의 시험용 채널(CH-A, CH-B, CH-C)로 구

성된다. 초기화 채널은 수신기가 테스트를 시작하는 채널로 이

때 수신기는 반드시 시험 초기화되어야 하며, 이 채널에서는 앱 

시그널 정보 없이 AV만 송출된다. 반면, 시험용 채널은 방송용 

AV 콘텐츠 뿐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의 요구 사항에 맞게 다

양한 앱 시그널링 정보와 프로그램 정보가 함께 송출된다. 각 

그림 5. 적합성 시험 환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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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은 리모컨의 채널 UP/DOWN 버튼을 통해서 이동 가능해

야 한다.

3.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스마트 TV 시험 표준은 테스트 케이스를 수신기의 적합성 시

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스마트 TV 앱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실제 시험용으로 개발되는 테스트 케이스는 스마트 TV 

시험 표준의 시험 절차와 판정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표 3>은 스마트 TV 시험 표준의 테스트 케이스 구성을 나타

낸다.

표 3. 스마트 TV 시험 표준 테스트 케이스 구성

분 류 개 요 개수

앱	제어

시험

앱	타입에	따른	수신기	동작	

앱	우선순위에	따른	제어	동작
12

앱	패키지

시험

패키징	포맷,	설정파일	관련

자원승인정책에	대한	동작
25

앱	시그널링

시험

앱	시그널링에	따른	생명주기

AIT	각	속성에	대한	수신기	동작
19

확장	API

시험

수신기	확장	API	지원여부

확장	API에	대한	수신기	동작	
43

콘텐츠	포맷	시

험
다양한	콘텐츠	포맷에	대한	수신기	지원	여부 29

HTML5	시험
HTML5	주요	특성에	대한	수신기

<video>	요소를	통한	방송	비디오	제어
57

프로토콜	시험
RTSP/HTTP	프로토콜	지원

MIME	타입	지원	확인
4

수신기	요구사

항

키입력,	스크린해상도,	컬러포맷	등	수신기의	

기본	요구사항	확인
14

보안	시험 수신기	보안	요구	사항	확인 3

각 테스트 케이스에서 시험 절차는 수신기의 초기화, 리모컨 

키 입력 등과 같이 시험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위한 시험원의 동

작을 지정하고 있고, 테스트 케이스의 시험 순서에 따라서 수신

기에서 확인해야 하는 수신기 동작에 대한 요구사항과 판정 기

준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원은 스마트 TV 시험 표준에

서 정의한 절차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고 판정 기준의 

항목을 확인하여 수신기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표 4>

는 스마트 TV 시험 표준의 테스트케이스 예로써 시험항목 중 

“방송 신호 변경에 따른 스토어 앱 동작 시험” (ID:00010040)

의 시험 내용 및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표 4. 스마트 TV 시험 표준 테스트 케이스 예

순서 시험 절차 요구 사항

1
CH-Dummy에서	수신기를	초

기화	시킨다.
초기화	완료

2

리모컨의	채널전환	기능을	이용

하여	채널을	UP	시켜	CH-A로	

이동한다.

CH-A의	AUTOSTART	앱이	방

송	신호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3

CH-A의	AUTOSTART	애플리

케이션에서	RED	버튼을	인가하

여	스토어앱	A을	실행시킨다.

CH-A의	AUTOSTART	앱이	종

료되고	스토어	앱이	실행되어

야	한다.

4

리모컨의	채널	전환	기능을	이

용하여	채널을	UP시켜	CH-B로	

이동한다

실행	중이던	스토어	앱이	그	실

행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Ⅳ. 스마트 TV 표준 적합성 시험 환경

1. 시험 환경의 개요

TTA에서는 스마트 TV 시험 표준을 바탕으로 스마트 TV 적

합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활

용하여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림 6>은 TTA에서 구축한 시험환경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적합성 시험 환경에서 시험의 수행은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

템을 통하여 전반적인 제어가 수행된다.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서 시험원은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에 웹 UI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특정한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고 시험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방송 송출 서버로 전달되어 현재 테스트 케이스에 

맞는 방송 정보를 방송망을 통하여 송출하게 되는데, 방송 정보

에는 채널 및 프로그램의 구성뿐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 실행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AIT 정보가 함께 전달된다. 수신기는 이 

정보를 해석하여 테스트 케이스의 URL 정보를 알 수 있다. 시

험 대상 수신기는 해당 URL 정보를 이용하여 웹 서버를 통해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으며, 

시험원은 적합성 시험 표준의 시험 절차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

그림 6. 적합성 시험환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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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모든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의 결과는 자동으로 표

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저장 및 관리된다. 

적합성 시험환경에서 실행되는 각 테스트 케이스는 스마트 TV 

시험표준 테스트 요구 사항에 따라서 수신기 기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HTML5의 표준기술을 이용하여 웹 앱(Web App)의 형태

로 개발되었으며, 형상관리 서버에서 SW의 형상이 관리되어 웹 

서버와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된다. 

이 외에도 적합성 시험 환경은 스마트 TV 표준에서 앱 스토

어를 통해서 패키징된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요구 사항을 검

증하는 앱 패키지 시험을 수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시험

용 앱 스토어를 운영하며,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HTTP[13], 

RTSP[14] 프로토콜 기반 스트리밍 기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스

트리밍 서버를 운영한다.

2.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

적합성 시험 환경에서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은 테스트 케

이스를 시험 대상 수신기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수집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신기 정보, 시험원 정보, 적합성 시험 관련 정

보 등 시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레

임워크이다. 이 시스템은 서버 측(Server-side) 웹 프로그래밍 

기술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SW 설치 없이 일반 PC 브라

우저를 통해서 접속 가능하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시험에 관련

한 다양한 기능들을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활용

할 수 있다. 

<그림 7>은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의 웹 UI 예를 나타낸다.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은 테스트 케이스 저장소의 형상관리 

서버와 연동하여 최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시험원에

게 제공하며,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원에 대한 정보를 등

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적합성 시험의 대상이 되는 수신기에 대

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며, 적합성 시험의 일정, 담당 시험

원, 시험대상 수신기, 시험 진행률 등 적합성 시험에 관련한 전

반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적합성 시험의 테스트 케이

스를 시험 대상 수신기에서 직접 실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실

행되는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 결과는 실시간으로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관리된다. <그림 8>은 테스트 케이

스의 실행 예를 나타낸다.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을 위해서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은 

방송 송출 서버로 제어명령코드, 테스트 케이스ID, AIT 정보, 

카테고리 정보 등을 전달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방송 송출 서버

가 현재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에 필요한 방송 정보를 구성하여 

수신기로 송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

면,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 결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현재 

테스트 케이스의 시험 결과를 판단하여 테스트 케이스 ID, 시험

단계, 시험결과, 시험로그정보 등을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으

로 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이 시험

을 위해서 주고받는 인터페이스 메시지는 모두 AJAX[15] 통신

을 통해서 JSON 포맷으로 인코딩된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으

로 구현되었다.

3. 스마트 TV 테스트 프레임워크

스마트 TV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테스트 케이스를 효율적으로 

그림 7. 적합성 관리 시스템 웹 UI 예

그림 8. 시스템의 테스트 케이스 실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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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라이브러

리이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정의, 기본 인터페이스, 표준 적

합성 관리 시스템과의 통신 모듈 등 테스트 케이스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기능을 라이브러리로 추상화 시키면서, 테스트 케

이스 개발을 위한 직관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API를 제공하여 

개발자가 다수의 테스트 케이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9>는 스마트 TV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 프레임워크는 자바스크립트 단위 테스트 용 라이브러리

로 활용되는 자스민(Jasmine)[16]을 기반으로 한다. 자스민은 

MIT 라이선스의 오픈 소스로 테스트 프로세스 정의, 결과 판정 

기능, 비동기 테스트, 외부 모듈과 통신 기능 등을 API로 제공

한다. 또한 테스트 케이스의 UI를 위해서 jQuery UI[17] 라이

브러리를 도입하였다.

스마트 TV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테스

트 케이스의 정의와 시험 내용을 기술하는 테스트 서술 API, 테

스트 결과를 일관된 UI로 제공해 주기 위한 테스트 프레임워크 

UI, 그리고 자스민에서 테스트 결과를 전달받아 앱 UI를 업데

이트하고 그 결과를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에 전달하는 테스

트 리포터 등의 추가 구현 모듈로 구성된다. 

테스트 케이스 개발에서 개발자가 본 프레임워크를 자바스크

립트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개발 코드에 포함 시키게 되면, 테스

트 프레임워크는 지정한 테스트 케이스 ID에 대한 시험 절차 및 

판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웹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고 이를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UI 레이아웃에 배치하여 테스트 케이

스의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또한 테스트 케이스 

실행에 따른 각 단계별 수행 결과를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이와 동시에 그 결과를 표준 적합성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테스트 케

이스 개발자가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도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

로 수행하는 역할로 개발자는 테스트 케이스가 검증하고자 하

는 수신기 기능 확인을 위한 개발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

문에 개발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스마트 TV 시험 표준에 따라 개발된 200여

개의 테스트 케이스는 모두 이 스마트 TV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Ⅴ. 결 론

본 고에서는 표준 기반의 스마트 TV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

해 제정된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표준의 기술 내용

을 소개하였다. 이 표준은 차세대 웹 기술인 HTML5을 도입하

면서 동시에 TV 디바이스 특성을 고려하여 앱 모델, 확장 API, 

앱 패키징, 수신기 요구사항 등 다양한 기술 요구사항을 정의함

으로써 다양한 방송매체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개방형 TV 플랫

폼 기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고에서는 표준 기반

으로 개발된 수신기가 표준의 기술 요구사항을 모두 적합하게 

구현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기준을 제시하는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수신기 적합성 시험” 표준의 내용도 함

께 소개하였다. TTA에서는 이 시험 표준을 준수하여 시험을 위

한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였으며, 표준적합성 관리 시스템, 방

송송출장비, 웹/앱스토어 서버 등의 장비를 개발하여 스마트 

TV 수신기에 대한 표준 적합성 시험 환경을 구축 완료하였다. 

현재 TTA 표준화 위원회 PG804(양방향방송 프로젝트 그룹)

에서는 스마트 TV 표준과 관련하여 원격 앱 제어, 동작/음성 

입력, 메타 데이터 등 다양한 최신 기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

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이 표준의 2차 개정에 반영될 것이

다. 또한 시험 표준의 경우에는 멀티스크린, 적응형 스트리밍 

등 스마트 TV 표준 1차 개정에 새롭게 포함된 기술들에 대한 테

스트 케이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개정될 것이며, TTA에서 

구축한 적합성 시험 환경도 시험 표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테스트 케이스의 개발, 시험 환경의 개선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

다. 아울러 TTA는 지금까지 구축된 적합성 시험 환경을 플랫

폼 개발사 및 앱 개발사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스마트 

TV 표준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여 표준 기반의 스마트 TV 생

태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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