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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표준    

http://www.tta.or.kr

방송망과 브로드밴드 유무선 인터넷이 결합된 융합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는
TV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함과 동시에 브로드밴드망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2017년 5월 세계 최초 서비스 시작)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여러 상황을 실제와 같은, 고선명의 가상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험. 기업별로 저마다 빠르게 성장하는 VR 산업을 뒷받침하고
VR 사용의 대중화를 위해 VR 시청 안전 지침, 디바이스 사양, 콘텐츠 품질 기준,
콘텐츠 제작 지침, 앱 개발 환경,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성 등을 표준화

UHD 방송

가상 현실(VR)

주요 표준

TTAK.KO-07.0127 :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2016

TTAK.KO-07.0128 : 지상파 UHDTV
IBB 서비스, 2016

주요 표준

TTAK.KO-10.0951 : PC 및 콘솔 겸용
HMD를 이용한 가상현실 장치 명세, 2016

TTAK.KO-10.0860 : 웨어러블 콘텐츠
시청 안전 지침, 2016

표준화 단체  ISO/IEC JTC1ITU ATSCETSI IEEE Khronos groupW3C

주요 기술

고색재현
(WCG)

고휘도·고명암비
(HDR) 1000

nits

초고선명(UHD)

4K
고프레임률
(HFR)

몰입형 오디오
(immersive)

양방향 서비스

VOD

스마트폰

TV

활용 분야

엔터테인먼트게임 교육 의료 국방

VR

VR

http://www.tta.or.kr/introduction/foundation.jsp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127%2FR1&standard_no=TTAK.KO-07.0127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128%2FR1&standard_no=TTAK.KO-07.0128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951&standard_no=TTAK.KO-10.0951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860%2FR1&standard_no=TTAK.KO-10.0860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subject=Ultra%20High-Definition%20TeleVision
https://www.uhdalliance.org/
https://www.itu.int/rec/R-REC-BT.2020/en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subject=high%20frame%20rate
http://mpeg.chiariglione.org/standards/mpeg-h/3d-audio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subject=Integrated%20Broadcast%20Broadband
http://www.itu.int
https://www.iso.org/isoiec-jtc-1.html
http://www.etsi.org/technologies-clusters/technologies/broadcast
http://www.ieee.org/index.html
https://www.atsc.org/
https://www.w3.org/community/webvr/
https://www.khronos.org/
www.tta.or.kr


UHD 방송

UHD 방송 표준화 단체

고프레임률(HFR)
60 fps 이상

고휘도·고명암비(HDR)
1000 니트(nits) 이상(*UHD Alliance)

PQ(Perceptual Quantizer)(*SMPTE ST 2084),
HLG(Hybrid Log-Gamma)

초고선명(UHD)
4K(3,840 × 2,160)

고색재현(WCG)
10비트 이상 색심도(color bit depth)

ITU-R BT.2020

몰입형 오디오
(immersive audio)

10.2 다채널, 객체 기반 오디오

양방향 서비스

UHD 방송 주요 기술

송
신

네
트
워
크

수
신

TTAK.KO-07.0082 :
UHDTV 영상신호 표준

TTAK.KO-07.0098 :
UHDTV오디오 신호 표준

TTAK.KO-07.0128 :
UHDTV IBB 서비스 표준

ISO/IEC JTC1(MPEG)ATSC HbbTV SMPTE ITU TTA

컴패니언
서비스

IP

IP 패킷화(UDP/IP)

ATSC 3.0 PHY

Bit Interleaved and
Coded Modulation(BICM)

Input Formating

Framing&Interleaving

Waveform Generation(OFDM)

시스템 프로토콜
DASH
HTTP

IP 패킷화(TCP/IP)

시스템 프로토콜
MPU
MMT

DASH
ROUTE

단일 주파수
SFN(Single Frequency Network)

브로드밴드망

4G, 5GGiga Ethernet Wi-Fi

방송망
(UHD방송, 모바일방송, 재난방송)

브로드밴드망
(IBB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VOD, AOD, 스트리밍, 웹
16:30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HEVC/MPEG-4 AVC/MPEG-2,
MPEG-H/MPEG2-AAC/MPEG4-AAC/AC-3)

4K 영상 / 몰입형 오디오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HEVC&MPEG-H 3D
Audio encoding)

T-커머스

ON AIR

BUY

재난정보VOD

모바일
방송 

1000
nits 4K

ON AIR WEB

4K 영상 10.2CH 입체 음향

방송국

VOD, AOD, 스트리밍, 웹

IBB 서비스 플랫폼

VOD

TTAK.KO-07.0127 :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2016

TTAK.KO-07.0128 : 지상파 UHDTV
IBB 서비스, 2016주요 표준 :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127%2FR1&standard_no=TTAK.KO-07.0127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128%2FR1&standard_no=TTAK.KO-07.0128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082%2FR2&standard_no=TTAK.KO-07.0082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098%2FR1&standard_no=TTAK.KO-07.009
https://www.atsc.org/
http://mpeg.chiariglione.org/
https://www.hbbtv.org/
https://www.smpte.org/
http://www.itu.int/en/mediacentre/Pages/2016-PR27.aspx
http://committee.tta.or.kr/standard/general.jsp?commit_code=TC8


입력
컨트롤러

카메라

스피커

위치 추적
센서

헤드 트래킹
센서

헤드폰마이크

가상 현실(VR)

VR 표준화 단체 IEEE-SA(P3079) ITUISO/IEC JTC1(MPEG, SC24) Web3D W3C Khronos group

플랫폼

(YouTube, Daydream)

(Oculus)

VR platform
(Steam)

콘텐츠

게임
엔터테인
먼트

국방
의료교육

HMD

컴퓨팅
디바이스

PC

Smart
phone Console

디바이스 표준화

센서

USB HDMI Bluetooth WiGig Wi-Fi

연결방식

Google cardboard

DayDream

Samsung GearVR

스마트폰 결합

Sony PSVR

콘솔 기반

Oculus Rift

HTC VIVE

Microsoft VR

PC 기반

센서 연결방식, 정보처리방식, 
주변 기기 이용 안전지침 등 
표준화

디바이스 성능 기준
(해상도, 시야각, 반응속도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신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이용 안전 지침 등 표준화

VR 콘텐츠 전송 속도,
주파수 대역 등 연결방식 표준화

컴퓨팅 디바이스 성능
(연산 처리속도 등) 표준화

플랫폼 상호호환성, 
애플리케이션 공통 개발 환경 
(SDK, API 등) 표준화

VR 콘텐츠 제작 지침,
품질 기준, 사용자 콘텐츠
이용 지침 등 표준화

TTAK.KO-10.0951 : PC 및 콘솔 겸용
HMD를 이용한 가상현실 장치 명세

TTAK.KO-10.0860 : 웨어러블 콘텐츠
시청, 안전 지침, 2016주요 표준 :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951&standard_no=TTAK.KO-10.0951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860%2FR1&standard_no=TTAK.KO-10.0860
https://vr.google.com/cardboard/
https://vr.google.com/daydream/
http://www.samsung.com/global/galaxy/gear-vr/
https://www.playstation.co.kr/psvr/
https://www.oculus.com/rift/
https://www.vive.com/kr/
https://www.microsoft.com/en-us/store/b/virtualreality?icid=CNavVirtualReality
https://www.playstation.com/en-us/explore/playstation-vr/
https://www.oculus.com/
https://vr.google.com/
https://samsungvr.com/
http://store.steampowered.com/
https://www.microsoft.com/en-us/store/b/virtualreality
https://www.iso.org/committee/45252.html
https://standards.ieee.org/develop/wg/P3333.3.html
http://www.web3d.org/
https://www.w3.org/community/webvr/
https://www.khronos.org/
http://www.itu.int


UHD 방송, 가상현실 주요 표준

* TTA는 UHD Alliance 국제공인시험소로 UHDTV, 스마트폰 등 시험인증 제공, 이외 방송장비, Bluetooth, Wi-Fi, USB, HDMI 등 시험인증 지원

항목분류 내용 국내 표준 국제 표준

UHD 방송

VR

네트워크

지상파 UHDTV 방송 시스템 표준
(서비스/시스템 요구 사항, 물리 계층, 콘텐츠 보호 등)

UHD 방송 ATSC A/322, 
ETSI EN 300 468 등

TTAK.KO-07.0127

DVB-T2 전송 방식 기반 지상파 UHDTV(4K) 방송 
시스템 표준 (영상/음향 신호 및 부호화, 서비스 정보 등)

ETSI TS 101 162,
ISO/IEC 13818-1 등 

TTAI.KO-07.0123

디지털 위성 UHDTV 방송 시스템 표준
(비디오/오디오 등 신호 규격, 패킷 스트림 구조 등)

ATSC A/52,
ETSI EN 302 307 등

TTAK.KO-07.0122 

디지털 케이블 UHDTV 방송 시스템 표준
(방송 전용채널 요구 사항, 채널 결합 서비스 등)

ATSC A/53, ISO/IEC
23008-1,2:2013 등

TTAK.KO-07.0115
TTAK.KO-07.0131

지상파 UHD IBB(방송 브로드밴드 융합) 서비스
방송 부가
서비스

ATSC 3.0, HbbTV 2.0, 
W3C HTML5 등 

TTAK.KO-07.0128

UHDTV 영상 신호 규격
(4K, 8K UHDTV) 

비디오/오디오
신호처리

ITU-R BT.709,
ITU-R BT.2020
SMPTE 2036-1 등

TTAK.KO-07.0082

UHDTV 오디오 신호 규격(10.2 채널) ITU-R BS.775 등TTAK.KO-07.0098

영상 및 음성 고효율 코덱(AVC, AAC)
ATSC A71, 72,
ISO/IEC 13818-7 등

TTAK.KO-07.0083

VR 디바이스 -TTAK.KO-10.0950모바일전용 HMD를 이용한 가상현실 장치 명세

HMD 입체감 및 휴먼팩터 일치를 위한 명세컴퓨팅 -TTAK.KO-10.0712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좌표 및 모션 시스템 -TTAK.KO-04.0140

HMD장비의 입체감 및 휴먼팩터 제어를 위한 API -TTAK.KO-10.0713

GPU 기반 고효율 그래픽/컴퓨팅 API-Vulkan
Khronos Group
Vulkan 1.0

TTAE.OT-11.0026

UHD 미디어 이용 시 콘텐츠 시청 안전 지침
(시청 환경, 콘텐츠, 디스플레이, 시청자 관련 등)

콘텐츠 시청
ITU-R BT.2020TTAK.KO-10.0859

웨어러블 미디어 이용 시 콘텐츠 시청 안전 지침
(시청 환경, 콘텐츠, 디스플레이, 시청자 관련 등)

-TTAK.KO-10.0860

영상 기반 사용자 경험(UX) 인터페이스 품질 지표
(반응 시간, 화면 움직임, UX 품질 신뢰성 등)

ITU-T G.1080TTAK.KO-01.0201

스케일러블 UHD 디지털콘텐츠 재생 데이터 포맷 구현 지침콘텐츠 포맷 -TTAK.KO-10.0955

UHD급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데이터 포맷과 메타데이터 형식

-TTAK.KO-10.0873

체감형 게임 공간 내의 사용자 행동 정의 및 추적 기술센서 -TTAK.KO-10.0947 

머리 장착형 영상 장치를 이용한 가상현실 화상회의 
시스템에서의 시선정보 시그널링

ITU-T H.265TTAK.KO-10.0959

실감 콘텐츠를 위한 발향장치 데이터 구조실감 콘텐츠 -TTAK.KO-10.0432

실감 음향용 공간 임펄스응답 측정모델 데이터베이스 -TTAK.OT-10.0398

60GHz 주파수 대역 PHY/MAC 계층 무선랜무선통신 IEEE Std 802.11adTTAE.IE-802.11ad

5G 시범 서비스를 위한 통신 시스템 - 평창 올림픽이동통신(5G) -TTAI.KO-06.0448 

PC 및 콘솔 겸용 HMD를 이용한 가상현실 장치 명세 TTAK.KO-10.0951 -

HMD 기반 3D 휴먼팩터(기술보고서)
(3D 멀미, 현기증 저감 방법 등)

-TTAR-10.0066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127%2FR1&standard_no=TTAK.KO-07.0127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I.KO-07.0123%2FR1&standard_no=TTAI.KO-07.0123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122%2FR1&standard_no=TTAK.KO-07.0122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115%2FR2&standard_no=TTAK.KO-07.0115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131&standard_no=TTAK.KO-07.0131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128%2FR1&standard_no=TTAK.KO-07.0128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082%2FR2&standard_no=TTAK.KO-07.0082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098%2FR1&standard_no=TTAK.KO-07.009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7.0083%2FR3&standard_no=TTAK.KO-07.0083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950&standard_no=TTAK.KO-10.0950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951&standard_no=TTAK.KO-10.0951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712&standard_no=TTAK.KO-10.0712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4.0140&standard_no=TTAK.KO-04.0140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713&standard_no=TTAK.KO-10.0713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E.OT-11.0026&standard_no=TTAE.OT-11.0026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859%2FR1&standard_no=TTAK.KO-10.0859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860%2FR1&standard_no=TTAK.KO-10.0860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01.0201&standard_no=TTAK.KO-01.0201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955&standard_no=0955&kor_standard=&publish_date=&section_code=&order=publish_date&by=desc&nowSu=1&totalSu=1&acode1=&acode2=&scode1=&scode2=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3&rn1=Y&rn2=&rn3=Y&nowpage=1&pk_num=TTAR-10.0066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873&standard_no=TTAK.KO-10.0873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947&standard_no=TTAK.KO-10.0947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959&standard_no=TTAK.KO-10.0959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KO-10.0432%2FR1&standard_no=TTAK.KO-10.0432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K.OT-10.0398&standard_no=TTAK.OT-10.039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E.IE-802.11ad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rn1=Y&rn2=&rn3=&nowpage=1&pk_num=TTAI.KO-06.0448&standard_no=TTAI.KO-06.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