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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위한 MMT 환경에서의 DASH 콘텐츠 사용을 위한 MMTP 
기반 DASH segment 전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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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ASH Contents under MMT Broadcas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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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UHDTV같은 고품질 AV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방송 기술도 진화하게 되었으며, 방송 표준 또한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북미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규격 표준화 기구인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에서 제정한 ATSC3.0 규격 기반으로 국내 표준을 제정하였다. 지상파 UHDTV 표준에는 다양한 방송 표준 중에서 대표적

인 전송표준으로는 DASH/ROUTE와 MMTP이 있다. DASH/ROUTE와 MMTP는 현재 한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면서 전

송표준으로 DASH/ROUTE와 MMTP를 채택하였다. DASH segment와 MPU는 각기 DASH/ROUTE 및 MMTP를 통하여 전송하는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한 segment 단위이다. 본 논문에서는 DASH segment와 MPU의 구조를 분석하고, DASH segment를 MPU로 변

환하여 MMTP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high-quality AV services such as UHDTV have begun to increase as broadcasting technology evolves, and 
various broadcasting standards have been defined. Among the various broadcasting standards, there are representative delivery 
technologies which are DASH/ROUTE and MMTP. DASH/ROUTE and MMTP are adopted as delivery standards for UHD 
broadcasting in south Korea, currently. DASH segment and MPU are segmented units including media data, which are delivered 
via DASH/ROUTE and MMTP, respectively. In this paper, we analyzed structure of DASH segment and MPU and propose a 
verification system which enables converting DASH segments to MPUs and delivering them via MM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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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흑백 TV에서 컬러TV로, 컬러 TV에서 HDTV로의 발전

등 보다 고화질 및 고음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들을 기반으로

방송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동영상의 압

축 및 전송 등의 표준을 제정하는 Moving Picture Expert 
Group(MPEG)의 방송을 위한 표준 MPEG-2 Transport 
Stream(MPEG-2 TS)[1-2]의 개발로 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다 고화질 및 고음질의 방송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MPEG-2 TS 기술은 인

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 지금, 미
래지향적인 기술로서는 입지가 부족하며, 기존의 단방향

서비스를 탈피하여 Over The Top(OTT)형태의 다양한 양

방향 서비스 및 하이브리드 방송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기

반 기술로는 부족함이 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동향에 발맞

추어, MPEG에서는 차세대 방송 기술로 MPEG Media 
Transport(MMT)[3-7]와 HTTP를 기반으로 하는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DASH)[6]의 표준화를 진행

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북미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규격 표준화 기구인 Advanc- 
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ATSC)에서는 차세대 방

송 표준인 ATSC 3.0의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ATSC 3.0 
표준에서는 주 방송 스트림이 되는 RF망을 사용한 방송은

MMT 및 DASH/ROUTE(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Real-time Object delivery over Unidirectional 
Transport)를[8], 부가 스트림이 되는 통신망에서는 TCP/IP
를 기반으로 하는 DASH를 채택하였다[9]. 이와 같은 ATSC
의 표준화에 발 맞추어 국내에서도 지상파 UHD 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ATSC 3.0을
기반으로 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이라는 표

준을 제정하였고, 이와 같은 표준을 기반으로 지상파 UHD 
본방송이 2017년 5월에 실시되었다[10]. 
이와 같이, ATSC 3.0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진 정합 표준에서는 MMT와 ROUTE 두
기술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현재사용하는두 가

지의 전송 표준인 MMT와 DASH/ROUTE을 사용하기 보다

는 하나의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DASH segment 혹은

MPU를전송하고, 방송망과인터넷상의상호호환적인구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MMT와 DASH 간 변환에 대한

규칙 및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존재하는 DASH의미디어의소비기본단위인 DASH 
segment를 MMT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에서 서비스하기

위하여 DASH segment의 Media Processing Unit (MPU)로
의 변환하고 이와 같은 변환을 기반으로 MPT (MMT Pack- 
age Table) message의 생성과 최종적으로 MMT Protocol 
(MMTP)을 이용한 전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안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PEG Media 

Transport(MMT)와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DASH) segment에 관한 설명,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실험한 DASH segment를 MPU로 변환하기 위한 설계를

기술하고,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배경 기술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ASH segment의
MMT 시스템에서의 재사용 방안의 기반이 되는 MMT 및
DASH에 대하여 설명한다. 2.1절에서는 MMT 고유의 전송

프로토콜인 MMTP를 포함하여 MMT에 대하여 전반적으

로 설명하며, 2.2절에서는 DASH의 구조 중 특히 DASH 
segment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1. MPEG Media Transport(MMT)

본 절에서는 MMT의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한다. 
아래 그림 1은 MMT의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1
에서 MMT이외의 다른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Media 
Coding Layer, Transport Protocol, Internet Protocol은 회색

으로 표시하였고, MMT는 IP기반의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를 전송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1에 회색이 아닌

나머지 부분과 같이 3가지 function으로 나뉘며 Encapsu- 
lation function, Delivery function, Signaling fun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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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PEG Media Transport(MMT) 구조도
Fig 1. Structure of MPEG Media Transport(MMT)

Encapsulation function은 미디어 데이터를 정략적으로

전송 및 저장하기 위하여 표준에 맞게 정해진 Package로
인코딩 해주는 역할을 하며, 인코딩된 파일 포맷은 ISO 
Based Media File Format(ISOBMFF)[12]를 기반의 독립적

으로 소비 가능한 미디어 데이터용 포맷인 MPU를 지원한

다. Delivery function은 Encapsulation function에서 생성된

MPU를 정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부분으로

서, 콘텐츠의 분산과 융합을 허용하는 패킷 교환 방식의 전

송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다중화를 통해 단일 스트림으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콘텐츠를 모두 지원하며, 전송 프로

토콜은 MMTP를 사용하고 있다. MMTP는 IP와 방송망에

서 뿐만 아니라 전송하려 하는 모든 망에서 전송이 가능하

다. Signaling function은 미디어 콘텐츠의 전송 및 소비를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Encapsulation function과
Delivery function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향하며, Signaling정
보는 다양한 Signaling Messge를 통하여 전송하고 있다[13].

1.1 MMT Protocol(MMTP)
본 절에서는 MMT의 전송 프로토콜인 MMTP에 대하여

설명한다. MMT의 구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elivery 
function에서 전송 프로토콜로 MMTP를 사용하며, 기존의

표준인 MPEG-2 TS보다 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전송하

도록 디자인된 전송 Protocol이며, 미디어 멀티플렉싱과 네

트워크 지터 계산 등 향상된 기능을 지원하다. 이러한 기능

은 다양한 유형의 인코딩된 미디어 데이터들을 정략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단일 MMTP Package를 통

하여 MPU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 테이터의 멀티플렉싱을

지원한다. MMTP는 두 가지 패킷모드, 즉 MPU 모드와

GFD 모드가 존재한다. MPU 모드는 MPU 내부의 역할과

미디어의 위치 정보로 식별하며, GFD 모드는 전송되어지

는 오브젝트 내부의 바이트 위치를 사용하여 식별한다. 
ATSC 3.0에서는 GFD모드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에, 방송

망과 인터넷망을 연동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본 논문

에서는 MPU 모드일 경우만을 고려한다. 

1.2 MPU
본 절에서는 MMT의 Asset과 MPU의 구조에 대하여 설

명한다. 아래 그림 2는 MPU의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으로

서, 우선 Asset이란동일한 Asset ID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MPU들의 집합이며, MPEG-2 TS나 MP4파일과 같은 미디

그림 2. Media Processing Unit(MPU) 구조도
Fig 2. Structure of Media Processing Unit(M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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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데이터, 웹 페이지, 사진 등의 non-timed 데이터를 포함

한다.  MPU는 ISOBMFF 표준을 계승하며, ISOBMFF는
MPEG에서 미디어 데이터 및 그와 관련된 metadata의 소비

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파일포맷에 관한 표준이다. 이와

같은 ISOBMFF는 객체 지향적인 구조를 위하여 박스구조

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박스로는 ‘ftyp’, 
‘moov’, ‘moof’, ‘mdat’ 등이 있고, 박스 내부에 해당 박스

에 관련된 다양한 박스들이 존재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

고 있다. 
 MPU는 독립적으로 디코딩 및 재생이 가능한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AU(Access Unit)로 구성된 timed 데이터뿐만

아니라, non-timed 데이터도 포함할 수 있다. MPU의 박스

구조로는 상위 박스로는 ‘ftyp’, ‘sidx’, ‘mmpu’, ‘moov’, 
‘moof’, ‘mdat’ 박스형태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
째로 위치한 'ftyp’박스는 brand name으로 해당 파일의 식

별하는 역할을 하며, ISOBMFF기반의 MPU 파일임을 정

의한다. 두 번째로 위치한 ‘sidx’박스는 해당 미디어 seg-

ment에 대한 간략한 색인을 제공한다. ‘sidx’박스는 존재할

수도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 ‘mmpu’박스는

해당 MPU의 sequence number와 MPU로 구성된 Asset의
ID에 관한 정보를알려주는박스이며, 모두 독립적으로 정의

되어 있다. 네번째로 위치한 ‘moov’박스는 미디어 데이터의

디코딩및재생에필요한 정보가포함되어 있고, 해당파일의

미디어샘플에 관한 모든 정보가포함되어 있다. 다섯번째로

위치한 ‘moof’ 박스는 다음으로오는 ‘mdat’박스에 관한 재

생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례로는 미디어 데이터의 재생

시점, 재생시간등의 정보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치한 ‘mdat’ 
박스는 해당 파일의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1.3 MFU & MMT Hint Track
본 절에서는 MFU와 MMT Hint Track에 대하여 설명한

다. MPU가 Timed data일 경우, MPU는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세분되어 전송된다. 각각의 MPU는 ‘ftyp’박스와

‘mmpu'박스 및 ‘moov'박스는 MPU metadata로 통합되어

그림 3. Media Processing Unit(MPU) 시간정보를 갖는 데이터
Fig 3. Media Processing Unit(MPU) for Timed data

그림 4. MMT Hint 샘플
Fig 4. MMT Hin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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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P 패킷의 유료부하가 되며, ‘moof'박스 및 ‘mdat’박스

의 size는 Fragment metadata로 통합되어 MPU metadata와
는 다른 MMTP 패킷의 유료부하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의 MFU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Hint Sample과 하나의

Video Sample으로 구성되어, MMTP 패킷의 유료부하가

된다.
MMT Hint Track은 ‘moov’박스 안에 존재하며, MPU에

서 MFU로 변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하나의 MFU
당위의 그림 4와 같은 하나의 MMT Hint Sample이 사용된

다. 각각의 MFU는 Hint Sample의 fragment_sequence_ 
number로 구분될 수 있다. 

2.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segment

본 절에서는 DASH segment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래 그

림 5는 DASH segment의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으로서, 
DASH segment도 MPU와 같이 ISOBMFF표준을 기반으로

한 박스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DASH segment는 크게 두

segment로 나뉘는데 아래 그림 5과 같이 Initialization seg-
ment와 media segment로 나누어진다. Initialization seg-
ment은 초기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미디어 데이터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Initialization segment의 구조

는 첫 번째로 ‘ftyp’박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MPU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ISOBMFF기반의 DASH segment파일임을

정의한다. 다음으로는 ‘moov’박스 위치한다. ‘moov’박스

안에는 ‘mvhd’박스와 ‘trak’박스 그리고 ‘mvex’박스가 존

재한다. ‘mvhd’박스는 movie header를 의미하며 프레젠테

이션전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정의한다. ‘trak’박스

는 미디어 데이터의 자체적인 시간 및 공간 정보를 포함하

고 있고, ‘mvex’박스는 해당 파일에 movie fragment 박스

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박스이다. media segment는
미디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프레젠테이션 정

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media segment의 구조는첫 번째로

‘styp’박스가 위치하며, ‘styp’박스는 segment의 유형을 알

려주는 박스이다. 두 번째로는 ‘sidx’박스가 위치하며, 
‘sidx’박스는 해당 segment의 간략한 색인을 정의한다. 그
리고 하나 이상의 fragment가 위치하며, 각각의 fragment는
‘moof’박스와 ‘mdat’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moof’박스 안

에는 ‘mfra’박스와 ‘traf’박스가 존재를 한다. MPU와

DASH segment가 ISOBMFF기반의 포맷을 가지기 때문에

대응되는박스들로 하여 DASH segment를 MPU로 구성하

여 실험을 하려고 한다.

Ⅲ. DASH segment를 MPU로 변환 후
MMTP로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상기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는 전송 프로토콜로 MMTP 및

ROUTE를 채택하였다. MMTP와 ROUTE는 기본 미디어

소비 단위인 MPU 및 DASH segment를 각각 전송하지만, 

그림 5.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구조도
Fig 5. Structure of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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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MMTP, ROUTE 두 개의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프로토콜인 MMTP를 이용하여

DASH segment를 전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장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ASH segment를 MMTP로
전송하기 위하여 DASH segment를 MPU로 변환 후, 
MMTP로의 패킷화 및 MPT message를 생성하기 위한 방

안을 소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DASH segment의
MPU로의 변환후 MMTP로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를

3.1절에 제안하며, 3.2절에서 DASH segment의 MPU로의

변환 방안을 제안한다. 3.3절에서는 MMTP 패킷화 및

MPT message 생성과정을 보인다.
 
1. DASH segment를 MPU로의 변환 후 MMTP로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본 절에서는 본 논문의 DASH segment를 MPU로의 변환

후 MMTP로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를 제시한다. 그림

6은 DASH segment를 MPU로의 변환후 MMTP로 전송하

기 위한 시스템을 도식화한 그림으로서, 우선 DASH seg-
ment를 MPU Generator를 통하여 DASH segment에는 없

는 ‘mmpu' 박스, MMT Hint ‘trak’박스를 생성하여 MPU의

박스 구조의 구성과 같이 변환을 해야 한다. DASH seg-
ment에서 MPU로 변환하는 방안은 3.2절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그 다음으로 DASH segment를 통하여 생성된 MPU를

이용하여 MPT message를 생성해 낸다. MPT message 설
계에 대한 설명은 3.3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생성

된 MPU와 MPT message를 MMTP Packetizer를 이용하여

하나의 MMTP Packet으로 생성한다. MMTP의 설명 또한

3.4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DASH segment의 MPU로의 변환 방안

본 절에서는 DASH segment의 MPU로의 변환 방안을 제

시한다. 그림 7은 이와 같은 변환을 단순화하여 도식화한

그림으로서, 상기 2.1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MPU는

‘ftyp’, ‘mmpu’, ‘moov’, ‘moof’, ‘mdat’박스순으로 되어있

다.  ‘ftyp’박스는 파일 brand name을 입력해야되기때문에

DASH segment에서 변환할때 MPU 파일임을 새롭게 정의

해야 한다. ‘mmpu’박스는 해당 MPU의 Asset ID 정보와

미디어 데이터의 sequence number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

에 MPU로 변환 시 새롭게 생성하여 MPU에 추가하여야

한다. ‘moov’박스는 DASH segment와 MPU에 모두 존재

하기 때문에 디코더 초기화 정보, Timescale 등의 기본 정

보는 공유하나, MPU에 포함된 ‘moov’박스에는 MMT Hint 
‘trak’박스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때문에 새롭게 생성하여

MPU의 ‘moov’박스에 추가되어야 한다. MMT Hint track
은 'mmth’박스로 정의하며, packet의 ID와 MPU가 MFU로

세분화 되었는지 그리고 timed 데이터인지 non-timed 데이

터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 ‘styp’박스와 ‘sidx’박스는

DASH segment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moof’박
스의 정보는 MPU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며, ‘mdat’박스에

media sample은 DASH segment와 동일하고 Hint sample을
생성하여 추가해야 한다.

그림 6. DASH segment를 MPU로 변환 후 MMTP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도
Fig 6. System structure of delivering DASH segments over MM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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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ASH segment를 MPU로 변환한 구조도
Fig 7. Structure of conversion from DASH segment to MPU

3. MMTP 패킷화

본 절에서 MMTP 시스템 설계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그
림 8은 MMTP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MMTP의 구조

는 MMTP packet header가 존재하고 payload data안에

MMTP payload header가 존재 한다. MMTP payload head-
er에는 DU header가 존재한다. 우선 MMTP packet header
에서 ‘V’필드는 MMTP header의버전을 나타내며, 버전에

따라 header의 구조가 달라지기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V=0
일 경우만 생각한다. ‘type’ 필드는 payload 데이터의 종류

를 나타내며, 값이 0일 경우 MPU, 1일 경우 다른 종류의

오브젝트, 2일 경우 signaling message, 3일 경우 repair 
symbol을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type’ 필드의값을 0으로

설정하고, ‘packet_id’ 필드는 Asset들을 식별하기 위하며, 
그리고 ‘timestamp’ 필드는 UTC 시간을 기반으로 전송 시

간을 나타내는 필드이며. 해당필드에서 사용되는 UTC 시
간이란협정 세계시이며,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

표준시를 의미한다. ‘packet_sequence_number’ 필드는 동

일한 packet_id를 가질 때 packet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필드로서, 임의의값에서 시작하여 수신된 각 MMTP pack-
et에 대해 하나씩 증가한다. ‘header_extension’ 필드와

source FEC payload ID 필드는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지않

는 필드이다. MMTP payload header에서 ‘length’ 필드는

‘length’ 필드를 제외한 payload의총길이를 나타내는 필드

이다. ‘FT’ 필드는 fragment의타입을 알려주는 필드로서, 
‘FT’ 필드의값이 0이면 MPU metadata, 1이면 Movie frag-
ment metadata, 2면 MFU의 값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timed 데이터를 사용하기때문에 ‘FT’ 필드의값을 2로 설

그림 8. MMTP 구조도
Fig 8. Structure of MM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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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f_i’ 필드는 payload의 포함된 fragment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필드로서, ‘f_i’ 필드의 값이 0일 경우 하

나 이상의 완전한 데이터, 1이면 데이터의 첫 번째 frag-
ment, 2일 경우 첫 번째나 마지막 fragment가 아닌 하나의

fragment, 3이면 마지막 fragment를 갖는다. ‘MPU_se-
quence_number’ 필드는 MPU fragment의 sequence num-
ber를 나타내는 필드이며, DU header에서 ‘movie_frag-
ment_sequence_number’ 필드는 movie fragment의 se-
quence number를 나타내고, ‘sample_number’ 필드는 MFU
의 미디어 데이터가 삽입된 sample의 sample number를 나

타내는 필드이다.  

4. MPT message 설계

본 절은 멀티미디어에 관한 정보를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전송하기 위한 MPT 

syntax Value no. of bits

MP_table(){
   table_id
   version
   length
...
   number_of_assets
   for(i=0; i<N1; i++){
      Identifier_mapping()
      asset_type
...
      asset_location{
      location_count
         for(i=0; i<N2; i++){
            MMT_general_location_info()
         }
      }
      asset_descriptors{
         asset_descriptors_length
         for(j=0; j<N3; j++){
            asset_descriptors_byte
         }
      }
   }
}

N1

N2

N3

8
8
16

8

32

8

16

8

표 1. MP table 문법
Table 1. MP table Syntax

message의 설계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위에 표 1은 MPT 
message에 포함된 MP table의 구조를 보여주는 표로서, 
Asset을 식별할수 있는 Asset ID와 Asset의 위치와 수신지

가 어떤 Asset을획득할지를 정할 수 있다. MPT message에
포함된 MP table의 ‘table_id’는 해당 table이 MP table임을

나타내는 필드이고, ‘version’ 필드는 MP table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갱신되는 정보이다. ‘length’ 필드는 MP table의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이고, ‘number of assets’ 필드는

Asset의 갯수를 알려주는 필드이다. 또한, ‘identifier_map-
ping()’ 필드는 Asset의 ID, 길이, byte등의 Asset에 관한 정

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asset_location’ 필드는 Asset의 위

치 정보를, ‘asset_descriptors’ 필드는 Asset의 descriptor를
기술할 수 있는 필드이다. 본 논문에서는 MPU Timestamp 
Descriptor가 여기에 기술된다. MPU Timestamp Descriptor
는 Asset 내의 모든 MPU의 재생시간을알려주는 필드이다
[2].

Ⅳ. 실험 결과

본 절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DASH seg-
ment를 MPU로 변환하기 위한 MPU Generator를 구현하여

MPU 파일을 생성하였다. 우선그림 8은 본 논문에 제안한

방법을 위해 사용한 DASH segment를 보여준다. 그림 9.(a)
는 ISOBMFF 기반의박스 구조인 ‘ftyp’, ‘moov’박스의 구

조를갖는 Initialization segment임을확인 할 수 있고, 그림

9.(b)는 ‘styp’, ‘sidx’, ‘moof’, ‘mdat’박스의 구조를 갖는

media segment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a)는 DASH segment의 ‘moov’ 박스를 나타내며, 

10(b)는 DASH segment를 변환하여 만든 MPU의 ‘moov’ 
박스를 나타낸다. 빨간 칸으로 표시된 ‘moov’는 ‘moov’박
스의 시작을 나타내며, 그 아래의따라오는 정보가 양쪽모

두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a)는 DASH segment의 ‘moof’ 박스를 나타내며, 

11(b)는 DASH segment를 변환하여 만든 MPU의 ‘moof’ 
박스를 나타낸다. 빨간 칸으로 표시된 ‘moof’는 ‘moof’박
스의 시작을 나타내며, 그 아래의따라오는 정보가 양쪽모

두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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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ASH segment
Fig 9. DASH segment

그림 10. DASH segment 와 생성된 MPU moov 박스
Fig 10. moov box of DASH segment and generated M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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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12는 DASH segment를 MPU Generator를 통

하여 생성한 MPU 파일을 보여준다. 그림 12(a)는 brand 

그림 12. DASH segment를 통하여 생성한 MPU
Fig 12. Generated MPU through DASH segment

name으로 ISOBMFF를 기반으로 한 MPU 파일임을 나타

내는 ‘fytp’박스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mpu’박스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b)는
‘moov’박스에 MMT Hint track이 생성 된 것을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c)는 hint sample이 생성되어 ‘mdat’박스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생성된 MPU의 정보를 이용하여 MPT mes-

sage를 생성한 그림이다. 생성된 MPT message는 하나의

Asset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Asset
은 UDP/IP의 주소와 포트넘버가 존재 하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은 UDP/IP를 통하여 MMTP Packet을 전송하고

다른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송 받아 player로 영상을확인한

그림이다. 그림 14(a)는 UDP/IP를 통하여 MMTP Packet을
전송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림 14(b)는 UDP/IP를
통해 전송한 MMTP Packet을 다른 컴퓨터에서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14(c)는 UDP를 통해 전송 받은

그림 11. DASH segment 와 생성된 MPU moof 박스
Fig 11. moof box of DASH segment and generated M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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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P Packet을 전송된 UDP/IP의 주소를 이용하여 player
로 재생하는 그림이다. 그림 14(d)는 player로 전송된

MMTP packet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ASH segment를 MPU로 변환 후

MMTP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DASH 
segment를 이용하여 MPU로 변환할 수 있는 MPU gen-
erator를 구현하고 검증하였으며, MPU로 변환 후 MMTP
로 전송한 MPU 파일이 player를 통해 재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DASH segment
를 MPU로 변환하여 MMTP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검증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샘플이므로 실제로 방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생성된 MPT message
Fig 13. Generated MPT message

그림 14. UDP로 전송한 MMTP 패킷
Fig 14. Delivery MMTP Packet over 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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