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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TV에 IP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이제

TV는 기존의 단방향 전송 매체에서 벗어나 시청자

의 요청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양방향 매체로 진화하고 있다. 여러

플랫폼 업체와 제조사들은 시청자의 변화하는 미디

어 소비 패턴과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

통적인 TV의 동영상 콘텐츠 전달 기능 외에 부가

정보 제공, N-스크린, 소셜 미디어와의 결합 등 기

존에 PC나 휴대전화에서 제공하던 개인화된 콘텐

츠 서비스를 TV에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TV

□ 김종훈 / MBC 기술연구소

OHTV(Open Hybrid TV) 표준 소개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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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업체가 강력한

플랫폼을 무기로 양방향 TV 시장을 노리고 있으며,

삼성이나 LG와 같은 국내 제조사 역시 자체 플랫폼

을 구축하여 “스마트TV” 전쟁에 뛰어들었다.

2013년까지 IP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소위 “스마

트TV”가 국내 시장의 50%, 세계 시장의 33%를 차

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TV를 통해

보다 많은 콘텐츠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에게 제공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TV 시장의 확대와 플랫폼

의 다양화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나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 운영해야 하는 콘텐츠/ 서

비스 제공자에게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편성을 가진 지상파 방송 기반의 서비스 플

랫폼 표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지상파 방송 4

사와 가전사가 협력하여 OHTV 표준의 제정을 추

진하게 되었다.

1. 이력 및 현황

OHTV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2007년 말 지상파

방송 4사의 기술연구소 협의체인 지상파R&D 협의

회의 DTV 2.0 워크그룹에서 시작되어 각 참여사가

제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1, 2단계의 로드맵을 가

지고 추진되었다.

OHTV 표준 Phase 1의 초안은 5개 대표 서비스

(Push VOD, IP VOD/AOD, 광고, 북마크,

Advanced EPG)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신설된

차세대방송표준포럼 산하 개방형 하이브리드 TV

분과에서 작성되었으며, 2010년 9월 TTA 표준화

과제로 채택되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쳐

TTA 잠정표준으로 제정되었다.

Phase 1에서는 상기의 5개 대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과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송수신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와 각 서비

스에 대한 구현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1년

Phase 1에 빠진 내용을 보완하고 수신기 검증을 거

친 후 정식 표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 OHTV 표준의 구성 및 범위

OHTV 서비스는 지상파 TV의 온에어 망과 IP

네트워크를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표준 역시 RF를

통한 콘텐츠, 데이터의 전송과 IP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의 전송 모두를 정의하고 있다. 온에어 망을

<그림 1> OHTV 서비스 환경

지상파 방송사 전송망

지상파 방송망

IP Network

H.264(VOD), Web App.

OHTV 수신기

DTV System

Contents Manager Web Server

MPEG-2(DTV)

H.264(NRT), Packaged App.

N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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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콘텐츠 전송은 ATSC-NRT 표준을 인용하

고 있으며, IP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의 전송 및

표현은 HTTP 프로토콜과 CEA-2014-A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의하고

있다.

OHTV 표준은 IP 기반의 VOD/AOD, 북마크, 광

고, Push VOD, Advanced EPG 5개 대표 서비스

를 기준으로 5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요구

사항과 시스템 요구 사항을 각각 기술하고 있으며,

이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준을 서

비스 공통 기술과 각 서비스에 개별적으로 적용되

는 기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 OHTV 서비스 단말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2>는 OHTV 수신기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

이다. 

Protocol Layer는 RF망을 처리하는 부분(VSB

– PSIP, SSC-NRT, FLUTE)과 IP 네트워크를 처

리하는 부분(Ethernet – HTTP)으로 구분된다.

<그림 2> OHTV 수신기 시스템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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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P은 어플리케이션 시그널링 등에 이용되며,

Push VOD 콘텐츠 전송을 위해 DSM-CC(SSC,

FLUTE)가 이용된다. 

Metadata Layer에는 미디어 파일에 대한 정보

가 기술되어 있는 CAD(Content Access Des-

criptor), 콘텐츠의 스트리밍 전송을 위한 Manifest,

서비스 내에서 콘텐츠의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UCI

등이 존재한다. CAD는 OIPF DAE에서 정의한 바

를 따르며, Manifest 는 2011년 정식 표준 개정 시

에 적합한 스트리밍 기술(HAS, DASH 등)로 대체

될 예정이다.

OHTV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사용자와의

interaction을 담당하는 브라우저는 CEA-2014-A

와 OIPF-DAE에 기술된 plug-in을 이용한다.

AVObject를 이용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화면에 표

시하며, CEA-2014-A에 정의된 CE-HTML 규격

에서 XHTML, CSS, ECMAScript 및 DOM을 지원

한다.

4. OHTV 어플리케이션

OHTV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 기반으

로 실행되며, CE-HTML 페이지 형태로 IP 혹은

NRT를 통해 수신기로 전송되는 웹 어플리케이션

(Web Application)과 여러 개의 웹 기반 파일이

ZIP으로 압축되어 수신기에 미리 전송되어 실행되

는 Packaged Web Application으로 구분된다.

Packaged Web Application은 어플리케이션 실

행에 필요한 리소스와 데이터를 패키징하여 한번

에 전송, 실행하는 형식으로 W3CWidget에 정의

된 내용을 확장하여 사용한다. 이 형식의 어플리케

이션은 한번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수신기의 IP

네트워크 접속 상태와 상관 없이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5. OHTV Browser

OHTV 서비스를 위한 브라우저는 CEA-2014-A

에서 정의된 XHTML profile, 즉 CE-HTML을 지

원해야 한다. 960*540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는

OHTV 어플리케이션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OHTV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AVObject,

Metadata Object 등을 지원해야 한다.

미디어의 재생을 위해 정의된 AVObject는

CEA-2014-A에 정의된 AV Scripting Object에

OHTV서비스에 필요한 method를 추가하여 정의

하였으며, 콘텐츠 다운로드 관리를 위한 download

Object는 OIPF DAE에 정의된 oipfDownload-

Trigger, oipfDownloadManager 객체와 Down-

load, DownloadCollection class를 기반으로 정의

했다.

6. Contents Format

OHTV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포맷은 다음

과 같다

- 이미지 : GIF, JPEG, PNG

- Video : H.264/MPEG-4 AVC, MPEG-2,

Windows Media Video 9

- Audio : MPEG2-AAC, Windows Media

Audio 9, MP3, Dolby AC-3

- Container : TS, PS, asf, MP4

7. UCI

OHTV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식별을 위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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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안한 UCI(Universal and

Ubiquitous Content Identifier)를 이용하며, 콘텐

츠의 다운로드 및 접근에도 UCI가 이용된다.

UCI 구문은

접두코드 – 자원코드(개체코드-한정코드)로 구

성되며, 접두코드는 자원을 관리하는 주체, 자원코

드는 해당 주체가 관리하는 자원을 표시하는 코드

가 된다.

8. 어플리케이션 시그널링

Application Signaling 장에서는 특정 채널과 연

관된 Channel Bound Application을 RF를 통해 제

어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어플리케이션 제어 신호는 MHP에 정의된

AIT(Application Information Table)에 포함된다.

AIT 내의 application_control_code section에

OHTV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가 들

어가게 되며, 그 내용은 MHP에 정의된 내용을 바

탕으로 <표 1>과 같이 사용한다.

또한 OHT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위치를 기술하기 위하여 OHTV Application

Location Descriptor를 새로 정의하였으며,

Transport Protocol Descriptor, OHTV

Application Location Descriptor를 통해 수신기는

해당 채널과 연결된 Web Page Application이나

NRT로 사전에 전송된 Packaged Web Application

을 실행한다.

Selector Byte에서는 OHTV 어플리케이션의 위치

를 기술하는데 사용할 base URL 정보를 기술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가 OHTV 서비스

를 제공하는 특정 채널 진입 시, 수신기는 OHTV

<표 1> Application Control Code

code identifier semantics

0x00 Reserved for future use

0x01 AUTOSTART 단말에서 본 Code를 수신하면, Application이 실행할 준비가 되었으면, Application을 실행해야 한다.

0x02 PRESENT Not Applicable

0x03 DESTORY Not Applicable

0x04 KILL 현재 실행 준비 중이거나 실행중인 Application을 종료한다.

0x05 PREFETCH Not Applicable

0x06 REMOTE Not Applicable

0x07~0xFF Reserved for future use

<표 2> Transport Protocol Descriptor

Element Value 설명

protocol_id 0x0003 – Transport via HTTP Transport via HTTP는 [HTTP]를 이용하여 Application을 전송한다는 의미이다.

0xA000 – Transport via NRT Transport via NRT는 [NRT]를 통하여 Application이 전송된다는 의미이다.

selector_byte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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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게

되며, AIT에 명시된 위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된다.

9. OHTV 서비스 전송

지상파 방송망과 인터넷망 모두를 이용해 OHTV

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망을 이용한

전송은 ATSC-NRT(Non Real-Time Content

Delivery) 표준을 따르며, DSM-CC addressable

Section 방식을 이용하여 전송된 IP 패킷들은

FLUTE 프로토콜로 인코딩된다. OHTV 서비스 중

Push VOD, Advanced EPG 등의 서비스에서 이

전송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송은 HTTP v1.1 표준을 따

르며, OHTV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전송 방식으로

스트리밍, 풀 다운로드, 플레이어블 다운로드를 정

의한다.

<표 4> OHTV Application Location Descriptor

Syntax Bits Description

ohtv_application_location_descriptor() {

descriptor_tag 8

descriptor_length 8

Version 8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위한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1~255)

for(i=0; i<N; i++){

initial_path_bytes 8 Web-page Application : Application의 시작 Document의 위치

Packaged Web Application : 다운로드 할 Packaged Web Application 파

일 명과 상대 위치

}

}

<표 3> Selector Byte Syntax

Syntax Bits Mnemonic

for(i=0; i<N; i++){

URL_base_length 8 Uimsbf

for(j=0; j<N; j++){

URL_base_byte 8 Uimsbf

}

URL_extension_count 8 Uimsbf

for(j=0; j<URL_extension_count; j++){

URL_extension_length 8 Uimsbf

for(k=0; k<URL_extension_length; k++){

URL_extension_byte 8 Uimsb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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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Content Access Descriptor)를 이용한 일

반적인 콘텐츠 전송 시퀀스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10. IP VOD/ AOD 서비스

IP기반의 VOD/ AOD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콘

텐츠 재생을 위한 AVObject와 콘텐츠 다운로드를

위한 다운로드 객체를 사용한다. 콘텐츠의 전송은

HTTP를 통해 이루어지며, 콘텐츠 다운로드/ 스트

리밍을 위해 CAD가 이용된다.

미디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된 콘텐츠의 재생

을 위해 필요한 AVObject는 CEA-2014-A를 기본

으로 하며, 다운로드 객체는 OIPF DAE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Phase 1 표준에서는 스트리밍, 풀 다운로드, 플

레이어블 다운로드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11. 북마크 서비스

비디오 북마크 서비스 항목에는 북마크 메타데

이터를 수신기에 쓰고 읽으며 해당 콘텐츠의

Thumbnail 이미지를 생성/ 저장할 수 있는

Metadata Object가 정의되어 있다.

Metadata Object의 writeMetadata( ) 메소드를

통해 UCI로 판별되는 특정 콘텐츠에 해당하는 메타

데이터를 수신기에 저장하며, readMetadata( ) 메

소드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읽어와서

<그림 3> CAD를 이용한 일반적인 VOD 전송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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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UI에 반영한다.

12. 광고 서비스

VOD 등 다른 콘텐츠 서비스와 연계되는 광고 서

비스를 위해 OHTV 표준에서는 사용자 식별을 위

한 수신기 식별 API와 메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와 광고 콘텐츠의 전송/ 재생을 끊김없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광고 서버에서 수신기로의 콘텐츠 전달은 다운

로드와 스트리밍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광

고 콘텐츠의 재생은 상기의 AVObject와 CSS,

ECMAScript를 이용하여 처리된다.

또한 광고 콘텐츠의 재생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CEA-2014-A에 정의된 In-session Notifications

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3. Push VOD 서비스

Push VOD는 지상파 방송망의 유휴 대역을 이용

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수신기에 브로드캐

스팅하여 전달하는 서비스로, Push VOD로 서비스

되는 콘텐츠는 파일의 형태로 수신기에 전달된다.

수신기에 전달할 파일은 FLUTE 프로토콜로 인

코딩되어 지상파를 통해 수신되는 push VOD 콘텐

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정보와 함께

DSM-CC addressable section으로 전달된다.

Push VOD 콘텐츠는 UCI 형태의 Content ID를

가지며, 서비스 제공자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된 Push VOD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CAD를 함께 전송해야 한다.

또한 Push VOD 서비스 항목에서는 방송망을 통

하여 전송된 콘텐츠 중 일부 수신되지 못한 부분을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하이브

리드 전송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14. Advanced EPG 서비스

Advanced EPG는 지상파 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CE-HTML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Advanced EPG 어플리

케이션은 서비스 제공자의 웹서버에서 IP 네트워크

를 통해 수신기로 전달되거나 NRT 규격으로 지상

파 방송망을 통해 수신기로 전달된다.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수신기에 저장된 파일이

나 인터넷 상의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 어플리케이

션은 URI 체계를 사용하며, 수신기에 저장된 파일

의 경우 

nrt://{transport stream ID}.{subnet_id}.

{service_id}/{content_linkage}[/{file name}]

과 같은 체계를 사용하도록 정의한다.

또한 Advanced EPG 항목에서는 EPG 어플리케

이션에서 채널 전환이나 화면 제어를 위해 OIPF

DAE를 기반으로 TV Control Object를 정의하고

있다.

15. 결 론

이상으로 현재 TTA 잠정 표준으로 제정된 “지상

파 개방형 하이브리드 TV” 표준의 내용을 간단하

게 정리해 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HTV

표준은 ATSC, CEA-2014-A, OIPF 표준을 기반

으로 OHTV의 기본 개념 및 위에서 설명한 5개 대

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공통 기술과 각각의 서

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차세대방송표준포럼 OHTV 분과에서는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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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보안이나 Adaptive Streaming, 수신기 프

로파일링, 과금 등 실제 상용 서비스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정식 표준 제정을 추진

할 예정이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가 준비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TV는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 빠른 진

행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TV 시대에 보편성을 가진

차세대 방송 서비스로서 OHTV 표준이 보다 많은

시청자에게 한층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 종 훈

- 1999년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 1999년 ~ 2008년 : 인포뱅크㈜
- 2008년 ~ 현재 : 문화방송 기술연구소
- 주관심분야 : 인터넷, 모바일 기반 미디어 서비스

필 자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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