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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 기반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에서의 중간 광고 삽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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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류 등 특정 나라의 미디어 콘텐츠가 해당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국가의 방송환경에서 소비되는 경우, 방송되는 국가 및 지역적 환경 등에 적합한 중간 광고의 삽입 및 대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TSC 3.0에서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채택한 MMT를 기반으로 하여 하이브리드 방

송 환경에서의 중간 광고 삽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안은 MMT의 MPT message 및 MMT-CI를 이용하여 시그널링을 전달하

고, 이에 따라 광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중간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MT의 구조를 분

석하고, 제안한 방안 검증 시스템을 설계하여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한 중간 광고 삽입 방안을 검증하였다.

Abstract

As network technology evolves fast, media contents of particular countries are being consumed in not only the countries but 
als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Like this, in case that a particular media content is consumed in various country, method 
for inserting or replacing in-program ads which are appropriate to national/regional environment seems needed. For this,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to insert in-program ads on hybrid broadcast environment based on MMT,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standard. This paper analyzed structure of MMT, designed a system for verifying the proposed system and showed the result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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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화가 진

행되고, 이에 의해, 미디어가 한 나라에서 생성 및 소비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소비되었던 과거와 달리, 한
미디어 콘텐츠가 전 세계 각국에서 방송되어 소비되고 있

다. 한 콘텐츠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소비됨에 따라, 
해당 지역, 국가에 맞는 중간 광고를 삽입하는 방안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미 방송 표준방식을 제정하는 ATSC(Advanced Tele- 

vision Systems Committee)에서는 차세대 방송방식을 위한

표준으로 2012년 3월부터 ATSC 3.0을 개발 중에 있다. 
ATSC 3.0의 방송 시스템으로 ISO/IEC 멀티미디어 국제표

준화 기구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의 표준인

MMT(MPEG Media Transport)[1]-[3]와 MPEG-DASH (Dy- 
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4]를 채택하였으며, 
방송용 표준으로 MMT를 채택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국내 지상파 UHD 방송 규격에서도 ATSC 3.0을 기반으로

하여, MMT 및 MPEG-DASH를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채택

하였다[5].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MMT를 기

반으로 한 이 기종 망에서의 UHD 전송 방안에 대한 연구[6] 
및 MMT 및 MPEG-DASH 융합형 방송 서비스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7], 본 논문에서는 방송용 표준인

MMT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방송 도중 중간

광고를 삽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Ⅱ장에서는 MMT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기술하고, 제 Ⅲ장에서는 방송 중간광고 삽입 방안

에 대한 제안 및 검증을 위하여 설계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

을 기술하며, 제 Ⅳ장에서는 설계한 시스템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 Ⅴ장에서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Ⅱ. MMT 기술 소개

1. MMT 종단 시스템

IP(Internet Protocol)망 및 방송망에서의 멀티미디어 서

비스를 위한 부호화된 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및 소비를 위

한 표준 기술이다. MMT는 IP망에서의 스트리밍에 적합하

지 않은 기존의 방송 시스템인 MPEG-2 TS[8][9]을 대체하는

기술로서, 멀티미디어의 효율적인 전송 및 소비를 위하여

다양한 소스로부터 획득된 요소들로 구성되는 콘텐츠를 위

한 논리적 콘텐츠 모델, 부호화된 미디어 및 해당 미디어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위한 포장 포맷, 패킷 교환 방식 네트워

크에서의 미디어 콘텐츠 전달을 위한 패킷 구조 및 패킷화

방안, 미디어 콘텐츠의 전송 및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시그

널링의 4가지 요소를 정의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난 MMT의 종단 시스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MT에서는 패키지 (Package), 어셋 (Asset), CI 
(Composition Information)[10] 등으로 구성되는 독자적인

콘텐츠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패키지란 MMT 콘텐츠 모델

의 가장 큰 단위로, 하나 이상의 어셋 및 CI로 이루어지며, 
방송 환경에서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정의할 수

있다. 어셋은 패키지를 구성하는 비디오, 오디오, 메타데이

그림 1. MMT 종단 시스템
Fig. 1. MMT End-to-E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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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 데이터의 집합이며, CI는 패키지

내 어셋 간의 시간 및 공간 관계 등을 포함한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MMT Sending Entity는 패키지 혹은 어

셋 공급자에게 미디어를 공급받아 MMT의 독자적인 전송

프로토콜인 MMTP(MMT Protocol)을 통해 어셋, CI 등을

MMT Receiving Entity에게 제공하며, MMT Sending 
Entity와 MMT Receiving Entity는 MMTP를 통해 미디어

의 재생에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2. 시그널링 메시지 및 MMT-CI

MMT 표준에서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시그널링 메시지를 정의하고 있으며, 시그널링 메

시지는 미디어 콘텐츠 전송과 소비를 관리하는 정보를 제

공한다. 시그널링 메시지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

는 PA 메시지, 패키지 내 어셋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MPT 메시지, CI를 전달하는 MPI 메시지, NTP(Network 
Time Protocol)[11] 타임스탬프와 MPEG-2 TS 의 STC[8]의
맵핑 정보를 제공하는 CRI 메시지, 패키지 소비에 대한 단

말의 상태를 전달하는 DCI 메시지 등의 다양한 종류로 구

성되는데, 이 중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구현하기 위

하여 필요한 MPT(MMT Package Table) 메시지와 MPI 
(MMT Presentation Information) 메시지만 기술하기로 한

다.[1]

먼저, MPT 메시지가 전달하는 MP(MMT Package) 테이

블은 패키지 내 각 어셋을 구분하는 식별자인 어셋 식별자

(Asset ID), 어셋의 위치정보 및 서술자, 패키지 식별자

(Package ID) 등을 제공하여, 수신자가 어떤 어셋을 수신할

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MPU Timestamp Des- 
criptor를 통하여 정확한 재생 시간을 NTP(Network Time 
Protocol)[11]포맷을 통하여 세계 협정시인 UTC(Coordinate 

Syntax Value No. of bits Mnem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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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msbf

uimsbf

uimsbf

uimsbf

char

uimsbf

uimsbf

uimsbf

표 1. MP Table 구조
Table 1. MP Table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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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Time) 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동기화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표 1은 MPT 메시지 중 MP 테이블의 구조를 나타낸 표

로서, 이 중, 본 논문에서 사용된 중요한 요소만을 나타내었

다. 표 1에서 보이는 “number_of_assets”는 해당 패키지에

존재하는 어셋의 수를 제공한다. “Identifier_mapping()”은
어셋의 고유한 식별자인 어셋 식별자를 제공한다. “asset_ 
location”은 어셋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이 위치 정보는

해당 어셋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한

다. 어셋 내 MPU들의 재생시간에 관한 정보는 “asset_de-
scriptor”에 MPU Timestamp Descriptor로써 기술된다.
다음으로, MPI 메시지는 CI를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로

서, 전송할 CI의유형, 이름, 서술자, XML(Extensible Mark- 
up Language) 형태의 CI 콘텐츠를 1바이트 단위로 기록하

여 전송한다.
CI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다양한 장면구성을 위해 장면

구성정보를 기술하는 문서로서, 장면을 구성하는 다수의

미디어 객체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시공간적 정보 및 상

호연관성 등을 전달할 수 있다. 해당 CI 문서는 HTML5 
(Hyper Text Markup Language 5)와 XML신택스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총 2개의 문서로 구성된다. HTML5는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한 마크업 언어의 한 종류로, 웹 페이

지에서 다양한 미디어 멀티 소스의 공간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구현이 복잡하고 웹 문서 제작을 위

한 언어이기 때문에, 시간적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CI문서는 미디어 데이터의 시공간적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기술하는

데에 적합한 XML언어를 사용하여 시간적 정보를 기술한

다.
그림 2는 HTML5문서와 XML기반의 CI문서의 상호관

계를 보여준다. HTML문서의 <div>요소는 화면 구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며, 하위요소로 멀티소스인 <video>, 
<audio>, <image>등을 가져각 화면에 들어갈미디어 데이

터들에 대하여 정의한다. HTML문서의 <body>요소는 하

나 이상의 div로 이루어진다.  XML Schema로작성되는 CI
문서는 크게 <View>요소와 <MediaSync>요소로 구성된

다. <View>요소는 장면의 변화에 대한 시간적 정보를 제

공하며, <MediaSync>요소는 미디어 데이터의 재생에 관

한 시간적 정보를 제공한다. <View>요소의 하위요소인

<divLocation>요소는 HTML 문서의 <div>요소를 참조하

여 미디어 데이터의 렌더링 정보를 전달한다.

3. MMT 동기화 시스템

MMT에서 정의하는 디코딩및 재생의최소 단위는 MPU 
(Media Processing Unit)이다. MPU는 ISOBMFF(ISO Base 

그림 2. HTML5와 CI 문서구조의 상호관계
Fig. 2. Correlation of HTML5 and CI docu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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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File Format)[12]을 계승하여 설계되었다. 따라서, 
MMT의 동기화 시스템은 ISOBMFF의 동기화 시스템을 계

승하는 동시에, 앞서 Ⅱ-2절에서 언급한 MPU Timestamp 
Descriptor를 통해 MPU의 재생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

송 시스템에서의 동기화를 수행한다.
 ISOBMFF는 비디오 및 오디오 등의 미디어 샘플들과

이들을 재생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

고 있는데, 샘플들을 재생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

다. ISOBMFF는 “timescale” 및 “sample_duration” 의 두

가지 요소를 통하여 동기화를 수행한다. “timescale”은 1초
를 얼마만큼의 단위로 쪼개어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며, “sample_duration”은 “timescale”을 기반으로

하여 한샘플이얼마동안 화면에 표시될것인가를 나타낸

다. 이들을 이용하여첫샘플의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 특정 샘플을 재생할 지 계산하게 된다.

Syntax No. of bits Mnemonic

MPU_timestamp_descriptor () {

descriptor_tag

descriptor_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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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u_sequence_number

mpu_presentation_time

}

}

16

8

32

64

uimsbf

uimsbf

uimsbf

uimsbf

표 2. MPU Timestamp Descriptor 구조
Table 2. MPU Timestamp Descriptor Syntax

표 2에서 나타난 MPU Timestamp Descriptor의 구조

를 통해, MPU timestamp Descriptor는 MPU의 재생 시

간을 UTC를 기반으로 한 64비트의 NTP포맷으로 제공

한다. NTP 포맷은 190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지난

시간을 64비트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앞의 32비트는초를, 
뒤의 32비트는 초 밑의 소수점 단위의 수를 표현한다.
그림 3은 MMT 의 동기화 시스템을 도식화한 그림 및

수식이다.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MMT 수신기는

MP 테이블을 파싱하여, 모든 MPU에 대한 MPU 재생 시간

에 대한 정보를취득한후, 해당 시간을 기반으로 그림 3의
수식을 바탕으로 모든 샘플에 대한 재생 시간을 계산하여

동기화를 수행한다.

Ⅲ. 방송 중간 광고 삽입 방안 제안

1. MPT 및 CI를 통한 시그널링 방안 제안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MPT 메시지와 MMT-CI를 이

용한 방송망 및 IP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광

고 삽입 방안을 제안한다. MPT 메시지의 MP table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키지 내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전반

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MP 테이블에서는 패

키지 내 모든 어셋들의 위치 정보, 어셋 식별자 및 MPU 
Presentation Time 등 재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한, CI는 미디어의 재생에 필요한 장면 구성 정보 및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 MMT 동기화 시스템
Fig. 3. Synchronization System of 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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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중간 광

고 삽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버는 전송하고자 하

는 패키지를 구성하고, 해당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MPT 
메시지 및 MMT-CI로 기술한다. 이 때, 중간 광고를 삽입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 광고 어셋의 위치 정보, 재
생 시간 등을 MPT 메시지에, 장면구성정보 및 시간 정보

를 MMT-CI에 기술한다. 이때, 방송망으로 제공되는 스트

림은 UDP/IP를 통한 PUSH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
간광고는 TCP/IP를 통한 PULL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네트워크의 차이를 기술해 주어, 수신자

가 네트워크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서버가 전송한 MPT 메시지 및 MMT-CI를 제

공받은 수신자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어떤 시간에 어떤

어셋의 어떤 MPU를 어떤 경로로부터 수신 혹은 다운로드

받아 재생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4는 제안한 방안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용으로 생

성한 MPT 메시지이다. 실험의 편의를 위해, 모든 어셋은

하나의 각각 하나의 MPU로 구성하였다. 그림 4에서볼수

있듯이, 해당 MPT 메시지는 한 패키지 내에 존재하는 ①~
⑥으로 나타나는 6개의 어셋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⑤, 및 ⑥은 UDP/IP를 기반으로 한 방송을, ③ 및 ④는

중간광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차례대로 분석해보면, 첫번째어셋에서, “3B” 위치에밑

줄로 표시된 “01”은 해당 어셋이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나

타낸다. MMT 표준[1]에 따르면 “01”은 IPv4의 UDP/IP 네
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어셋이 UDP/IP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3C” 부터 “51” 위치

까지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어셋의 서버주소를 나타

내는 것이며, “5B” 부터 “63” 위치까지 밑줄으로 표시된

부분은 MPU 재생 시간을 NTP 포맷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외에도, 어셋 식별자, 어셋의 종류 등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⑤, ⑥어셋도 동일) 세번째어셋

에서, “A3” 위치에밑줄으로 표시된 “05”는 따라오는 서버

의 주소가 네트워크의 종류에 무관한 URL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수신자는 해당 어셋이 UDP/IP 서버가 아닌 다

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오는

“A4”부터 “BA” 위치까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마찬가지

로 서버의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며, “C3”부터 “CA” 위치

까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MPU 재생 시간을 나타낸다. 
(④ 어셋도 동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신자는 네트워크

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고,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중간광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수신자는 MPT 메시지를 통해 패키지에 포함되는 모든

어셋의 어셋 식별자, 어셋의 종류, 어셋의 위치 정보 및 재

그림 4. MPT 메시지 예제
Fig. 4. Example of MPT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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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시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패키지 내 어셋들의 장면

구성정보에 대한 정보는얻을 수없다. 따라서, 서버는 CI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신자에게 장면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전

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중간광고

삽입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한 장면구성정보 전달을

위한 HTML5 문서와 CI 문서예제이다. 클라이언트는 MPI 
메시지를 통해 HTML5와 CI 문서를 전달받게 된다. 각 문

서를 전달받은 클라이언트는 HTML5와 CI문서를 차례대

로 분석하여 패키지 내 어셋들의 장면구성정보와 재생 시

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TML5 문서는 1개 이상의

<div>요소로 구성된 <body>요소를 갖는다. <div>요소는

한 장면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어셋 혹은 MPU에 대한 정

보를갖는다. 그림 5에서볼수 있듯이, 실험 검증용샘플에

는총 3개의 <div>가 있으며, 각각 비디오와 오디오 어셋을

하나씩 갖는다. 각 <div>요소에는 각각 어셋이 렌더링 될

위치 및 화면 해상도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된다. 이 중

“Area1”, “Area2”, “Area3”으로 설정된 div id들은 CI문서

에서 HTML5문서를참조하여 재생 시간을 결정하는 데 사

용된다.
CI 문서 또한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개 이상의 <view>

요소와 <MediaSync>요소로 구성된다. <view>요소는 하위

요소인 <refDiv>와 동일한 값의 div id를 갖는 HTML5 문
서의 <div> 요소를 참조하게 되며, 해당 <div>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장면구성정보 혹은 재생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게 된다.

2. 시스템 설계

본절에서는 Ⅲ-1절에서 제안한 중간광고 삽입 방안을 검

증하기 위한 설계한 시스템을 소개한다.  그림 7은 본 논문

에서 실험을 위하여 설계한 시스템의 구조를 도식화한 그

림으로서, 본 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그
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버는 MPU 파일을 저장소에

저장한뒤, 송신 시 MMTP 패킷으로 패킷화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전송을 시작하기 전, 시그널링에 필

요한 MPT 메시지와 HTML5/CI 문서를 앞서 제안한 방법

그림 5. HTML5 문서 예제
Fig. 5. Example of HTML5 Document

그림 6. CI 문서 예제
Fig. 6. Example of CI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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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생성하여 MMTP 패킷으로 패킷화한뒤, 전송한다. 또
한, 저장소를 HTTP 서버화하여, 요청이 오면 요청파일을

전송해 준다. MMTP 패킷은 RF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나리

오를 설계하였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RF망의 대용으로

UDP망을 사용하였다.
클라이언트는 MMT I/O Subsystem, MPU Presenting 

Subsystem, MPU/metadata Parser, Signaling message 
Parser, Frame/Time data Generator, Buffer Managing 
Module과 같은 여러 개의 서브시스템과 모듈들로 구성된

다. MMT I/O Subsystem은 전체 클라이언트의 입출력을

관리하는 서브시스템으로, MMTP Packet Parsing Module, 
HTTP Response Module, HTTP Request Module, Display
로 구성되어 있다. MMTP Packet Parsing Module은 UDP
망으로 전송된 MMTP 패킷을 수신 및 분류, 분석하여 필요

한 정보를 추출하고, 유료부하를 다음모듈로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 MPT 메시지 및 HTML5/CI 문서는 Signaling 
message Parser로 전달되며, MPU metadata, Fragment met-
adata, MFUs 는 MPU로 재결합되어 MPU/metadata Parser
로 전달된다. HTTP Request Module은 서버로 파일을 요청

하는 역할을 하며, HTTP Response module은 서버로부터

MPU파일을 다운받아, MPU/metadata Parser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MPU/metadata Parser는 MPU를 분석하여 각

MPU에 대한 동기화 정보, 디코더 초기화 정보 등 재생을

위한 정보와 Frame 샘플을 추출하여 Frame/Time data 
Generator로 전달한다. Signaling message Parser는 MPT 

message 및 HTML5/CI 문서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

출하고, HTTP Request module에 서버로부터 MPU파일을

다운받을 것을 명령하게 된다. Frame/Time data Generator
는 MPU에서 추출된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앞서 Ⅱ-3 절에

서 설명한 방식을 기반으로 타임라인을 형성하여 각 샘플

별 디코딩 및 렌더링 시간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MPU의 샘플 별 타임라인을 형성하여 샘플과 함께버퍼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Buffer Managing Module은 끊김

없는 재생을 위하여 설계된 모듈로서, 장면구성이 바뀔

때, 준비 없이 바로 바뀌게 될경우,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Buffer Managing Module은 장면구성이 바뀔 때, 
다음 장면에 사용될 샘플 데이터를 Sub-Buffer에 저장해

두었다가, MPU의 재생이 끝나면 Sub-Buffer에서 샘플 데

이터를 꺼내 디코더에 전달하고, 다시 장면구성이 바뀔

때, MPU의 재생이 끝나면 Main-Buffer에서 Frame 데이터

를 꺼내 디코더에 전달하여 끊김 없는 재생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MPU Presenting Module은 Frame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렌더링하여 화면에 띄울 수 있도록 Display로
전달한다.

Ⅳ. 실험 결과

Ⅲ장에서는 중간광고 삽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방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를 기술하였다. 본 장

그림 7. 시스템 구조도
Fig. 7.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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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여 검증한 결과

를 보인다. 실험 결과를 보이기에앞서 본 실험의 검증 환경

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험은 Windows 7의 OS에서 실험

하였으며, 설계한 시스템은 통합개발환경(IDE)인 Visual 
Studio 2013에서 C++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HTTP 
서버는 프리웨어인 hfs(HTTP File Server)를 사용하였다. 
해당 실험의 인터넷 환경은 100Mbps였으며, UDP 서버의

포트번호는 21002, HTTP서버의 포트번호는 21004로 임의

로 결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콘텐츠는 저작권 문제 및출처표기가 요

구되지 않는 콘텐츠를 사용하였으며, 두 콘텐츠 모두

H.264/AVC의 방식으로 부호화된 1280*720의 해상도를

가진다.
그림 8은 제안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구현한 클라이

언트를 실행했을 때의 창이다. 실행창의 구조는 보이는

바와 같이 간단하다. 서버의 주소를 입력한 후, Play
버튼을 누르면 UDP서버로부터 MMTP 패킷을 받아와 동

작을 시작한다. 먼저, MPT 메시지와 HTML5/CI 문서를

수신하여 분석한 후, MMTP 패킷을 수신하여 재생하게

된다.

그림 8. 클라이언트 실행 화면
Fig. 8. Running window of client program

그림 9는클라이언트의 실행 화면이다. 먼저, HTML5/CI 
문서를 분석하여 어셋 별 장면구성과 재생시간을 추출한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에 맞추어 UDP로 전송되는 MMTP 
패킷을 수신해 재생한다(①). 10초가 지난 이후, 클라이언

트는 장면구성의 교체를 위하여, 서버에서 MPU파일을 다

운로드 받아 10초부터 20초까지 재생한다(②). 삽입한 중간

광고가 끝나면, 20초부터 다시클라이언트는 UDP서버로부

터 MMTP 패킷을 수신하여 끝까지 재생하게 된다(③).
해당 연구에서는 HTTP 서버에서의 전송을 MPU 단위로

진행하였는데, MPU의 크기가 500kB 미만이고, HTTP 서

그림 9. 클라이언트 실행 화면
Fig. 9. Running Window of cli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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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에서의 전송률이 3~10Mbps 였던 관계로, MPU의 전송

의 지연은없었다. 하지만, MPU가커지거나 HTTP 서버에

서의 전송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지연 또한 발

생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연을없애기 위한

프레임 단위의 전송, 재생 및 동기화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중간광고의 삽입은 특정 미디어가 지역에 구애 받지 않

고,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간광고 삽입 및 대체 방안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방송 도중 중간광고의 삽입

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

계하고 그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MT를 사

용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중간광고 삽입 방안은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채택되어곧실제 방송에 도입될 MMT를 사

용하는 방송환경에서 중간광고의 원활한 삽입을 위하여 고

안되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들은 고안된 방안

검증을 위해 만든 샘플로서 실제 방송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따른 사용자의 소비 패턴분석을 통한 중간 광

고의 선택 방법에 대한 논의도충분히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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