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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의 발달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로 Internet Connected

TV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스마트폰의 선풍적인 인기

와 시장의 영향으로 디지털 TV에도 Smart TV의 바람이 불고 있다.

Smart TV의 기술을 수신기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방송과 웹이라

는 두 가지 분야의 기술과 표준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방송 분야

에 대해서는 북미 ATSC 2.0, ATSC PT-3, 유럽 HbbTV 와 DVB-IPTV,

그리고 한국의 OHTV를 표준 관점에서 서비스 및 기술을 서로 비교

하고, 다음으로 웹에 대한 기술과 표준화는 W3C의 HTML5, Web

and TV 그리고 MPEG에서의 DASH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서 론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 유형은 공청안테나를

통한 지상파(공중파) 방송을 직접 시청하거나,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나 위성 방송사업자와 원하는 서비

스 형태를 계약을 하고, 셋탑박스와 케이블 선 또는

위성 접시안테나를 설치하여 시청하는 케이블 혹은

위성 방송의 3가지 방법이었다.

이후, 인터넷과 IP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하

나가 더 추가 된 것이 IPTV이다. 시청자가 위성이

나 케이블 방송의 시청시처럼, IP 네트워크 사업자

가 중심이 된 IPTV 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를 계약하고, 역시 인터넷 망과 IPTV

셋탑박스를 제공받아 시청하는 유형이다.

종전의 3개 유형의 방송 서비스 매체, 즉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에서 막강한 IPTV 사업자가 경쟁에 합류한 모

양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도 잠시, IPTV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곧바로 Open Internet TV가 화제에 오르게 되었

다. 이는 인터넷상의 다양한 콘텐츠와 웹 어플리케

이션들이 인터넷만 연결하게 되면 서비스되는 세상

이 바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Open Internet이라는 커다란 컨텐츠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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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물결을 4개의 방송서비스 사

업자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서비스에 연동 또는

포함시키는 서비스를 앞다투어 만들어가게 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 컨텐츠를 제작, 송출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존 방송망과 IP망을 통한

Hybrid 서비스가 가능한 세상이 온 것이다.  따라

서, 북미, 유럽 그리고 한국의 방송 표준은 모두 각

각의 Hybrid 방송 표준을 만들고, 서비스를 준비

혹은 일부 진행하고 있다.

한편, TV Maker 입장에서는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자신의 TV Platform에 맞추어 수많

은 Web Content와 Application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Smart TV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북미, 유럽, 한국의 Hybrid

TV 표준화 동향을 통하여 각각의 서비스와 기술을

살펴보고, 또한 국제 표준기구 MPEG, W3C의

Smart TV를 위한 표준화 활동을 간략히 살펴봄으

로써, 향후 Smart TV의 서비스와 기술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Ⅱ. 북미 표준 

북미의 방송표준협회인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Inc)에서는

VSB(Vestigial Side Bands) 변조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TV 방송 표준을 만들어, 국내에서와

같이 HD 기반의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지상파 방송 채널별 유휴대역의 효과

적인 이용, 이동 방송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증가

에 대응하여, Mobile Phone과 차량, Laptop 등

의 기기에서 이동 방송 수신이 가능한 MH(Mobile

and Handheld) 표준과 비 실시간(NRT: Non Real

Time)으로 방송 콘텐츠를 송수신할 수 있는 NRT

표준화를 <그림 1>과 같이 진행하였다.

1. ATSC 2.0

또한 ATSC는 현재의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하위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유지하면서 우

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 기술

<그림 1> 북미 ATSC 표준화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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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설문 조사하여 ATSC 2.0이라 명하고, 2012년

까지 표준화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표준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NWIP(New Work Item Proposal)를 채택하였다.

<그림 2>는 ATSC 2.0을 표현한 개념도로 ATSC

방송 스트림에 NRT 콘텐츠 및 트리거 정보를 보내서

Interactivity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Framework을 설

명한다. 이 그림에서는 ATSC 2.0에서의 수신기는

기존의 방송망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 스트림을 디

스플레이하면서, 비 실시간 콘텐츠와 트리거, 그리

고 Metadata 정보를 수신, 저장하고 인터넷 망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환도 가능하여, 이들에 대한 전

체적인 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다.

ATSC 2.0은 현재 NWIP에 대한 정의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주는 TSG(Technology and

Standard Group)-6가 총괄적인 표준화를 전체

적 관점에서 Coordination하고 있으며, TSG 산

하의 각 전문 기술별로 실제 표준화를 진행하는

Specialist Group에서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 설

계 단계에 있다.

ATSC 2.0 표준 활동에 대한 Specialist Group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S6(Video and Audio

Coding), S7(Service and Content Protection) 그

리고 S13-1(NRT 2.0), S13-2(TDO 및 기타 ATSC

2.0의 나머지 기술)가 있다.

ATSC-NRT 표준에서 설계된 기존 NRT 서비스

모델은 비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수신하여 다운받은

후에 사용자가 어느 시점에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UI 구성은 수신기

의 구현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ATSC 2.0을 위해 S13-1에서 정의된

<그림 2> ATSC 2.0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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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T 2.0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경험을 제

어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Playlist 기능은 NRT Content Item을 사용할 때,

여기에 속한 파일들의 재생 순서를 서비스 제공자

가 제어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여기에 개인화 기능

도 함께 엮어서 사용자의 관심사나 선호도 등에 기

반한 맞춤형 Playlist도 고려 중이다. 또한 NRT를

통한 3D 서비스의 제공도 ATSC 2.0의 주요 요구사

항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S13-2에서는 NRT 2.0 외에 ATSC 2.0 기

능에 대한 신규 정의되는 표준을 주로 정의하고 있

는데,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TDO(Triggered

Downloadable Objects)는 실시간 방송에 연계된

Declarative Content로 정의하였으며, 트리거를 통

하여 실시간 방송에 연동하여 특정 시점에 실행되어

방송 서비스를 확장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한 형태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공연이 끝난 후 방송사가 정한 시점 이후에 투표

TDO가 실행되어 TV를 통한 투표가 가능하게 되는

Voting TDO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Smart TV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Internet을 통한 Interactivity 서비스들이 S13-2에

서 논의되는 ATSC 2.0 표준 기술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ATSC에서는 현재 NWIP로부터

Technical Requirement들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2012년 표준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

이다. <그림 3>은 ATSC 2.0 NWIP에 포함되는 서

비스의 몇몇 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하단은

방송안내 서비스 중 예고편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

를 NRT로 수신하여 미리 보기(Preview) 서비스를

<그림 3> ATSC 2.0 NWIP에 포함된 서비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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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과, 3DTV 콘텐츠를 NRT 파일로 전송하

여 수신기가 저장 후 재생하는 기능으로 SBS와 LG

전자가 2010년 6월 KOBA(한국방송장비전시회)와

4월 NAB(북미방송장비전)에서 시연한 ATSC 2.0

의 서비스 예이다.

2. PT(Planning Team), Internet Enhanced

TV

ATSC에는 실질적으로 기술전문가 중심의 표준

기술을 설계하는 TSG의 전 단계로 PT(Planning

Team)라는 활동이 있다.

PT는 Business 관점에서 사용자 사용 예(use

case)와 요구사항들을 토의하고 유사한 타 표준기

술과 주변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ATSC가 표준화 할 항목들을 NWIP(New

work Item proposal) 형태의 문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T에서 만들어진 NWIP는 본 표

준화에 참여할 기관에 대하여 참여신청을 받고, 그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운영위원회(BoD)에서 표준

화 여부가 결정되면 A(Architecture) Team에서

TSG 산하의 전문기술 분야별 적절한 Specialist

Group에 표준화 역할을 부여한다.

현재, ATSC 산하에는 3개의 PT가 운영되고 있

으며, PT-1은 3DTV, PT-2는 NGBT(Next

Generation Broadcast TV) 그리고 PT-3가

IETV(Internet Enhanced TV)에 대한 활동이 진

행중이다.

PT-1에서는 크게 Visual Science를 주제로 토의

하는 그룹과, 3D 전송 방법 및 포맷을 토의하는 그

룹으로 나뉘어져 Study를 진행 중이며, PT-2에서

는 작년 10월에 차세대 방송 텔레비전(Next

Generation Broadcast Television)에 대한 심포지

움을 열었고, 주로 미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핵심

기술들의 Study와 사용 예에 관하여 토의가 진행되

고 있다. 이들은 2011년 5월까지 중간 보고서를

ATSC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T-3는 ATSC 수신기가 인터넷 망에 연결되어

양방향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자유로운 수신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ATSC 수신기를 전제

로 하기 때문에 IPTV 표준과는 다르며, 최근까지

이와 유사한 기술들이 소개, 진행되었다. Yahoo

connected TV, CableLabs ETV(Enhanced TV),

유럽의 HbbTV(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한국의 OHTV(Open Hybrid TV) 등의 표

준 기술들이 발표되었으며, Qualcomm에서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및

MPEG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에 대한 표준 진행 상황과 기술에 대

한 설명을 하였다. 현재 PT-3 및 연관된 표준화

그룹(S13-2)에서는 HbbTV와 OHTV 기술에 대한

리뷰가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4월 중에 NWIP

문서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종 검토된

NWIP는 2011년 5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Ⅲ. 유럽 표준

유럽 방송 표준은 <그림 4>와 같이 지상파, 케이

블, 위성, 모바일 그리고 IPTV 각각에 대해 상호 관

련을 가지고 DVB 내부에서 DVB-T, DVB-C,

DVB-S, DVB-H, DVB-IP로 표준화를 진행하

고 있으며, HD 방송을 위한 2세대 DVB2.0 Family

(DVB-T2, C2, S2, NGH)로 진화시키고 있다. 또

한, 2010년부터는 3DTV의 방송표준을 D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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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TV 내에서 진행 중이다.

1. DVB-IPTV, Internet Track

기존 인터넷 망 위에서 DVB 방송 콘텐츠의 서비

스를 위한 수신 단말기의 표준을 만들기 시작한

DVB-IPTV는  2005년 부 터  SD&S(Service

Discovery and Selection)와 같은 IPTV 서비스 검

색과 선택의 표준화를 시작으로 <그림 5>와 같이

IPTV 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관리망

(Managed Network)에서 품질이 보장되는

IPTV 수신 단말기의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현재

까지도 지속적으로 Phase. 1.5로 개정 중이다.

한편, Open Internet의 발전에 따라, 비관리망

(unmanaged network) 상에서의 IP connected

수신기의 DVB 방송 콘텐츠의 전송과 운영을 위하

여 <그림 5> 하단과 같은 Internet-TV Track을

추가하여 주로 Commercial 요구사항과 Study

mission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

히, ITVCD-SM(Internet TV Content Delivery -

Study Mission)은 현존하는 네트워크 전송 기술을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아키텍쳐 구조와 기술을 크

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과 P2P

(Peer to Peer Delivery)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여

기에는 Microsoft Smooth Streaming과 PIFF

파일 포맷 기술 등이 포함되어 소개되었다. 본

Study mission의 활동을 통해 DVB에서는

BlueBook A145(Internet TV Content Delivery

Study Mission Report)를 출판하고, DVB내에서

의 IP 상에서의 Content Delivery 상의 관련 기술

의 표준화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표준화에 대한 회

의적 시각과 이에 따른 참여 부족으로 현재는

Suspend된 상태이다.

그러나, ITVCD SM 활동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여러 표준화 단체에 Liaison을 발송하였고,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그림 4> DVB 표준화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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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PF(Open IPTV Forum)의  HAS(HTTP

Adaptive Streaming), 그리고 MPEG의 MMT

(MPEG Media Transport)와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등의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유사한 표준 활동이 진행되는 동기를 제

공하였다.

2. HbbTV

HbbTV는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를

요약한 말로, 기존의 방송과 연계한 인터넷상의

Broadband 콘텐츠를 상호 조화시켜서 인터넷 연결

텔레비전이나 셋탑박스를 통하여 단말 사용자에게

다양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범 유

럽 표준 컨소시엄이다.

HbbTV는 독일의 “German Profile” 과 프랑스

의 “H4TV(현재 France HD Forum)”에서 만들어

진 표준을 바탕으로, 2009년 수 차례의 미팅과 워

크샵을 통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여기에 독일

의 IRT와 프랑스의 Canal+, TF1, 프랑스 텔레비전

그리고 위성 솔루션 업체인 Astra Platform

Services, 그리고 S/W, M/W 및 솔루션 업체인

ANT, Open TV, Philips 등이 참여하였으며, 2010

년 6월 ETSI를 통해 표준이 발표되었다.

HbbTV의 가장 큰 특징은 지상파 및 위성으로

서비스되는 기존 TV방송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및 각종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요 서비스와 어플리

케이션에는 양방향 서비스(Linear Broadcasting

and Interactivity), Web 기반의 TV 가이드, 그리

<그림 5> DVB-IPTV 표준화 Roadmap

02본본:02본본  11. 4. 5.  본본 12:59  Page 46



2011년 3월   47

Smart TV 기술 및 표준화 동향 47

고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다시보기(Catch-up),

Web 비디오,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그 밖에

도 뉴스, 날씨, 스포츠, 게임, 투표와 같은 방송과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 포털 서비스도 포함되며,

개인형 사진, 비디오 콘텐츠와 맞춤형 광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방송과의 관계를 기

준으로 해서 레드 버튼 방식으로 대표되는 오토 스

타트 어플리케이션, 각종 생활관련정보를 웹 페이

지 형식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텔레텍스트 어플리케

이션, 방송중인 서비스와 관계없이 방송사에서 자

체적으로 제작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디펜던트 어

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진다. HbbTV 표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사이

클과 시작/종료 방법, 기존 방송에서의 시그널링 방

법 등을 정의하고 있다.

현재 HbbTV 컨소시엄에서는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주로 방송사의 입장에

서 방송사의 실시간 및 연계된 인터넷 서비스를 시

청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도

록 하는 것을 테스트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신기 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중

심으로 개발중인 Smart TV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

업계간의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 방송사 연합(WBU; World Broadcasting

Union)에서는 이에 대해 업계간의 의견을 조율하

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 편의를 고려하여

Smart TV 이슈 문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2012년 2월 업계간의 공동 워크샵을 계획

중에 있다. 

Ⅳ. 한국 OHTV

국내에서는 차세대방송표준포럼(이하 차방포럼)

의 개방형 인터넷 티브이 분과위원회에서 2009년

상반기, OHTV(Open Hybrid TV) 표준화를 시작하

였다. 본 OHTV에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을 위한 방

송 4사가 참여하는 DTV 2.0 국책 과제에서의 어플

리케이션 서비스 리스트를 중심으로 OHTV 회원사

들(방송 4사와 LG, 삼성)의 설문을 통하여 우선순

위가 높은 “IP VOD”, “Advanced EPG”, “Push

VOD”, “Bookmark”, “Target 광고”, “정보(뉴

스, 증권,날씨)”,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T-

Commerce”와 같은 8개의 주요 서비스를 결정하였

고, 이 중에서 5가지 주요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2010년 연말 1차 잠정표준으로 TTA 단체표준으로

승인, 현재 2011년 9월 목표로 보다 상세한 버전으

로 표준화가 지속되고 있다.

본 고의 2장, 3장에서 살펴보았던, ATSC 2.0,

HbbTV와 OHTV의 서비스 범위 및 표준 기술의 관

계를 <그림 6>은 설명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OHTV는 방송과 인터넷 서비스를 포

함한다는 점에서 HbbTV와 유사하며, ATSC 기반

으로 특히 ATSC-NRT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ATSC 2.0의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

된다. 결과적으로 북미의 ATSC 2.0과 유럽의

HbbTV를 모두 합친 Super Set 개념의 표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OHTV는 2010년 4월 NAB, 6월 KOBA를

통하여 방송망을 통한 NRT 서비스와 응용, 그리고

IP망을 이용한 방송사의 IP VoD, Advance EPG,

Bookmark 서비스 등을 시연하였고, 최근 Smart

TV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Adaptive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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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표준화 여부에 대하여, 앞 장에서 언급된

MPEG DASH와 OIPF의 HAS에 대하여 Study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Ⅴ. MPEG

앞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MPEG에서는

MPEG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라는 주제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표준의 목표는 인터넷을 통하여 VoD(Video On

Demand),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Live Media

Streaming) 등의 서비스를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

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존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송하는 방법은

UDP 상에서 RTP(Real-Time Protocol)를 사용하

는 방법과 TCP 상에서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이다.

UDP/RTP 방식은 3GPP와 같은 휴대전화 망과

QoS가 보장되는 IPTV 서비스 망에서 사용되고 있

으며, 컨텐츠를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망을 통해

다수의 수신기에 전송할 때 효과적이다. TCP/

HTTP 방식은 80번 포트를 통해 대부분의 Firewall

을 통과하여 전송이 가능하므로 Open Internet 환

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웹서버 혹은 캐쉬 서

버라고 불리우는 저렴한 가격의 장비만 있으면 서

비스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망 사업자들이 이러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시스템을 제공

하고 있다.

Google, Yahoo 그리고 YouTube와 같은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관리하고 QoS를 보장

하는 IPTV와 같은 관리망이 아닌 비관리망을 통하

<그림 6> OHTV와 북미/유럽 Hybrid TV 표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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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TCP/HTTP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송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되지 않는 망의 상황은 항상 급

변하여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전송을 보장할 수 없으

므로 QoS를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으로 전

송되는 콘텐츠들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비즈니

스 모델을 만족할 수 있는 광고 및 DRM 등의 지원

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3GPP SA4에서 표준화된 기술을 기

반으로 2010년부터 MPEG DASH 표준화가 진행되

고 있다.

<그림 7>은 인터넷으로 멀티미디어를 전송하는

일반적인 배포 아키텍쳐를 보여준다.  미디어를 배

포하기 위하여 미디어 준비를 하는 편집 단계

(Media Preparation)와 미디어를 전송하려는 지역

에 배포용 미디어 서버(Media HTTP Origin

Server)를 각 지역별로 배치해 두어야 한다. 각 지

역별로 배치된 미디어 서버들은 다시 캐쉬 서버

(HTTP Caches)들에게 요청받은 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하게 된다. 우측의 수신기에서 캐쉬 서버에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미디어 접근 요청을 전

송하여 인터넷상의 컨텐츠를 요청하면, 캐쉬 서버

에서는 요청한 미디어 파일이나 조각(Chunk)가 캐

쉬 서버에 있으면 바로 전송하고, 없을 경우에는 가

까운 미디어 서버(Media HTTP Origin Server)에

요청하여 수신기에 전송하여 준다. 

그러나 수신기의 네트워크의 Bandwidth가 급격

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많

은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경우 미디어 재생기에서

다음에 재생할 데이터를 수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 플레이어의  버퍼에 재생할 미

디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음 재생할 미디

어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채 모두 재생이 완료되

면 사용자는 멈춘 영상을 한동안 보아야 한다는 문

제가 발생한다. YouTube와 같이 동영상을 스트리

밍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간

혹 발생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MPEG DASH에서는 이런 경우 수신기에서 끊김

없이 부드럽게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bitrate로 인코딩된 잘게 잘려진 미디어 데이터들을

미디어 편집 단계(Media Preparation)에서 만들고,

이러한 미디어 조각들에 대한 정보를 XML 형태의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or)라는 파일로

<그림 7> 미디어 배포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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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수신기측에 알려주어 수신기가 현재

bandwidth에 맞는 미디어 조각을 캐쉬 서버(HTTP

caches) 요청하여 수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장면의 미디어 조각이라도 bitrate가 낮으면

컨텐츠의 선명도나 화질은 좋지 않아도 전송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낮아진

Bandwidth에서도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다. 반대로 수신기가 연결

된 네트워크의 bandwidth가 좋아지면, 다음 재생

할 부분에 대해 높은 bitrate의 미디어 조각을 요청

하여 더 좋은 화질의 장면을 재생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조각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시간 단위(예. 2초 혹은 10초)로 잘게 자르게

되면, bandwidth가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수신기는

다음의 미디어 조각을 요청할 때 쉽게 적절한

bitrate로 미디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10분 정도의 긴 시간 단위로 조각들을 만들 경우 이

러한 적응성(adaptive bitrate)이 떨어질 것이다.

MPEG DASH에서는 이와 같이 수신기가 연결된

네트워크의 상황에 적응하여 미디어의 조각을 요청

하는 방식(adaptive rate bitrate switching),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이렇게 조각난 미디어

파일을 요청하기 위한 URL 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전송이 가능한 미디어 포맷은 ISO base File Format

과 MPEG-2 TS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MPEG

DASH는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가 진행

되었고,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편집 작업이 끝나

는 2011년 7월까지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Ⅵ. W3C

W3C는 World Wide Web의 약자로 오늘날 인터

넷의 공용 언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을 제정한 표준 단체이다. 이 단체는

HTML의 아버지 Tim Berners Lee에 의해 1994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HTML,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XHTML, SSML

(Speech Synnthesis Markup Language),

VoiceXML, 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MathML 등의 Internet

언어, DOM(Document Object Model), CSS

(Cascade Style Sheet) 등 Browser parsing을 위한

Markup 언어의 Hierarchical 구조, HTML 문서 내

에 있는 Object간, 또는 Client와 Server Object

entity간 Interactivity를 위한 Programming

Language인 JavaScript 등의 표준을 만들어 왔다.

1. HTML-5

W3C에서 요즘 몇 년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

은 HTML4(XHTML 1.0) 이후 버전인 HTML5이

다. 이 표준은 HTML4에서 매우 강력한 제약을 두

었던 XML 문법에 대해 Web Developer가 보다 손

쉽게 Web page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서식을

단순화하고, Tagging의 유연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자 하는 노력과 서로 다른 Browser마다 Page를 다

르게 해석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각각의 Browser 업체마다 여전히 독자적

해석으로 새로운 HTML element인 tag를 추가하

고, tag의 attribute와 tag에 부속된 JavaScript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져, HTML5는

통일된 Scheme에 의해 완결된 표준이라기보다는

자유분방한 Internet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

여 각 Browser 업체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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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HTML5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Multimedia

Plug-in 내장 개념의 도입이다. HTML4 시절에는

주로 Text와 Image가 주된 표현 매체였고, Video

나 Audio의 Multimedia는 각 Browser마다 독특한

Plug-in(Microsoft는 ActiveX)를 사용하여 재생하

였다. HTML5에서는 Video나 Audio도 중요한 표

현 매체로 간주, 이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Browser가 Video, Audio tag를 지

원한다. 또한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Web Worker, Drag and Drop, Web Socket, Web

Storage 등의 Programmable Object Element가

추가되었다.

2. Web and TV

근래 TV에서의 Web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Web and TV Activity가 결성되어, TV에서의 Web

표준은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use case가 먼저

표준화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2010년 9월 도쿄에서 1차 Web and TV workshop

이 LG, 삼성, 소니, 도시바 등의 TV Maker와

Microsoft, Opera 등의 브라우저 업체, NHK,

BBC, Comcast, Cablelab 등의 방송업체, NTT,

KT 등의 IPTV 업체를 포함 약 150여 명이 참석하

여 논의를 시작하였고, Web and TV Interest

Group이 만들어져 Online을 통해 활발한 토의가

진행 중이다. 

2차 Web and TV workshop은 2011년 2월에 베

를린에서 열렸으며 특히 LG와 Netflix, Microsoft

의 활발한 논의로(1)Adaptive streaming,(2)TV와

다른 기기간의 Interaction,(3)Content security 등

의 주제를 중심으로 Smart TV의 주요 기술에 대한

W3C 내에서의 표준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Ⅶ. 결 론

지금까지 Smart TV의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주

제로 북미, 유럽, 한국의 Hybrid TV 표준과

MPEG, W3C의 Web과 접목된 TV에서 필요로 하

는 표준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Smart TV는 TV Maker 중심의 'TV상에서

의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Hybrid TV는 방송사

중심의 방송과 연계된 웹 서비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둘의 관계는 경쟁과 대립이 맞는 것

인지,아니면 서로 상호 협력, 보완할 수 있는 관계

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Smart TV는 스마트폰과 다르며, PC와도 기본적

인 서비스 디바이스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PC에서의 기능, 모든 스마트폰에서의 기능을

TV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 Smart TV의 서비스 방

향인지, 아니면, 3 Screen이 상호 연동하는 서비스

에서의 TV의 역할로 가야 하는지 또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mart TV의 Web 기술은 방송 기술

과는 달리 표준화가 쉽지 않다. 따라서 Smart TV

의 Platform 개발과 Maintenance에는 많은 노력

과 Cost가 예상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Smart TV가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끊임없는 새로

운 Applica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Smart한

TV가 되려면 미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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