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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증강방송 서비스란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방송(Hybrid Broadcasting) 환경 하에서 실제 환

경과 같은 현실감 있는 증강방송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국제 표준화 회의 MPEG에서는 증강 방송 서비스를 위해 객체 활성화 기술인 MPEG-4 BIFS(BInary

Format for Scenes)[1]의 확장으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포맷 표준기술을 제정중이다. 하지만 본 기술은 현 방송

시스템의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각 단말의 호환성을 고려하면 상용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지상파 방송 시스템인 MPEG-2 SYSTEM: Transport Stream
[2]
을 활용하여 증강방송

콘텐츠와 현재 방송스트림 과의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카니즘을 제안하려 한다.

1. 서론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의 열풍을 넘어 스마트기기의 시대

가 도래 하고 있다. TV시장에서도 인터넷과 TV 기능을 연동

하는 제품등이 이미 연구되고 있다. 얼마전 구글이 인터넷을 연

동하여 검색과 VOD서비스가 가능한 모델을 출시하였으며, 국

내가전사들도 기존 TV서비스와 개방형 운영체제로서 어플리케

이션 서비스, 웹서비스 등이 가능한 스마트TV의 새 모델을 발

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운영체제를 기본 플랫폼으로 소비

자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 중 증강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사업자와 콘텐츠를 선택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강현실

서비스가 차세대 서비스 중 하나로 부각 되고 있다.

증강방송 서비스는 하이브리드 통신 환경에서 실시간 방송

도중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텍스트, 3D 객체를 Push, Pull형

태로 다운받아 기존 이미지 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

운 현실감 있는 콘텐츠를 프리젠테이션 하는 서비스이다. 따라

서 기존 대역폭에서 전송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대용량

의 콘텐츠를 전송받아 기존 방송과 함께 가상현실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흔히 보는 골프 중계 시 현재 타격

위치에서 홈과의 거리정보를 여러 가지 시점의 증강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도 증강 현실 서비스 중 하나이다. 사용자에게 보다

실제현실과 유사한 객체 미디어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며 원

하는 정보의 형태를 검색하는 능동적이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

하는 방송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림 1 증강 현실 서비스의 예

국제 표준화 기구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에서는 증강방송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포맷 표준기술을

제정 중이다. MPEG-4의 객체 콘텐츠 제공 서비스 중 하나인

BIFS의 확장 버전으로 ARAF(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Format)
[3]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ARAF의 표준

기술을 따르기에는 현 방송 시스템의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

려운 상황이며, 현재 각 단말의 호환성을 고려하면 상용화에 어

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 방송 시스템인 MPE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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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기반에서 증강방송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 현 방송 스트림

에 특정시간에 증강방송 콘텐츠를 동기화 하는 알고리즘을 소

개하려고 한다.

2. MPEG-4 BIFS extension – ARAF

가. MPEG-4 BIFS

MPEG-4 14496-11 part11 BIFS(BInary Format for

Scenes)으로서 scene composition의 대한 기술 정보, 업데이트

(inserting, deleting)와 binary coding의 대한 기술 정보를 정의

한 표준이다.

그림 2. MPEG-4 terminal architecture[]

MPEG-4 시스템은 그림2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MPEG-4 시스템을 지원하는 단말이 상기 패킷을 수신하게 되

면 그림2와 같은 일련의 파싱과정을 거치게 된다. 객체 기반 화

면 구성인 MPEG-4 시스템은 TransMux layer, sync Layer,

Compression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위 단인

TransMux layer는 다양한 송신 프로토콜을 구별하여 스트림

파싱을 진행한다. 파싱된 스트림은 다수의 sync layer의 패킷으

로 구성되며 상기 패킷은 화면을 구성하는 객체와 이와 관련한

기술정보 및 장면 구성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compression

layer에는 화면을 구성 할 미디어 primitive AV object 데이터

와 객체의 식별정보들이 정의된 object descriptor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object들을 화면에 구성하기 위한 공간적인 정보

들이 포함된 Scene description(BIFS)가 노드의 형태로 정의되

어 있다.

나. MPEG-ARAF

BIFS에서는 객체 장면 구성을 위해 다수의 노드들을 구성

하고 있으며, 새로운 노드를 정의 할 수 있는 proto method들

을 정의하여 추가와 수정이 가능하도록 정의하였다.

2011년 97차 토리노 MPEG회의부터 MPEG-ARAF서비스

를 위한 기술적 이슈를 제기, 현재 ARAF를 위한

working-draft 문서가 작성되었다.

그림 3. ARAF use-case

그림3은 ARAF의 use case로서 특정 위치에 상업광고 3D

데이터를 객체 삽입하여 축구 경기와 함께 프리젠테이션 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공자는 증강 방송을 제공할 위치를 미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원하는 형태의 증강 방송 콘텐츠를 화면

에 표현하게 된다. 그림3과 같은 새로운 증강 방송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MPEG에서는 객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

요한 노드들을 추가와 수정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전의 BIFS보다 센서 및 GPS 등을 활용한 양방향 서비스와 3D

객체의 보다 구체적인 이슈를 강조하여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새로 추가 및 수정을 하였다.

하지만 본 ARAF의 시스템은 현 방송 시스템 구현 측면과

기존 단말의 호환성을 고려한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지상파 대역에서 증강방송 미디어 데이터를 다운

로드 받을 링크 정보와 증강방송 미디어 데이터의 객체 구성을

위한 공간정보와 관련 활성화 정보를 XML을 통해 실시간 방

송 스트림과 함께 전송하여 수신하고, 이 정보를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적합한 시간에 활성화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

만 현 방송 시스템의 인코딩 구조는 원하는 Scene에 객체 표현

할 수 있는 동기화 정보가 정의되지 않았고, 현 MPEG-2 TS

시스템의 동기화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증강방송 미디어 데이터의 원하는 시간

에 객체 표현하기 위한 동기화 알고리즘을 제안하려 한다.

3. 증강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

가. 증강방송시스템의 구성

그림 3은 증강방송 서비스를 위해 현재의 방송시스템을 확

장한 증강방송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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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방송국은 증강방송 콘텐츠의

위치정보와 활성화 시간정보 등을 증강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

달하여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요청을 받게 된다.

그림 3. 증강방송시스템 구성도

증강 방송 데이터 객체 활성화 정보를 실시간 미디어 데이

터와 함께 메타데이터 형태로 같이 다중화 하여 전송하게 된다.

수신된 증강 방송 활성화 정보가 포함된 스트림은 기존 단말도

수신하여 이전 TV서비스와 동일하게 시청한다. 반면, 증강 방

송 수신이 가능한 단말은 증강 방송 활성화 메타데이터를 수신

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신을 요청하면 메타데이터에 정의된 증

강 방송 데이터를 다운받을 URL 링크 주소를 통해 미리 다운

로드 받게 된다. 메타데이터에 정의된 동기화 시간이 되면 증강

방송 콘텐츠를 디코딩하여 실시간 방송 영상에 정의한 재생영

역 위치 정보에 따라 활성화 되게 된다.

나. 증강 현실 콘텐츠의 동기화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증강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기존 ARAF의 기술은 현재 방송 송신기의 변경을 요구

하기 때문에 기존 방송 단말 시청자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화하며 기존 방송 수신기의 방송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 방

송 시스템 인코더의 변경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

이 현실적 요구사항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동기화 방

안으로 기존 인코더의 마지막 MPEG-2 TS의 출력에 재 다중

화기를 구현하여 증강 방송 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재 다중화

하여 전송하는 것을 제안하려 한다. 기존의 TS의 시스템 표준

의 수정은 최소화 하기 위해 증강 방송 콘텐츠 활성화 정보를

메타데이터 형태로 정의된 패킷으로 다중화 하여 전송한다.

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으로 메타데이터 패킷

의 페이로드에 방송 시작점 PCR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동기화

를 구현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시점과 동영상 재생의 타임

라인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XML에 프로그램 첫 시작의 PCR

값을 전달하여 저장하고 그 시작점을 토대로 XML에 기술된

동영상 재생시간을 기본으로 한 활성화 시점을 참조하여 그 시

점을 현 방송 시스템인 MPEG-2 시스템에 맞도록 타임 스탬프

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림 4. 시작 PCR을 이용한 증강 방송 콘텐츠 동기화

그림4는 하이브리드 증강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송

신단의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 한 송신측 도면을 나타낸다. 송신

단에서는 방송될 실시간 프로그램과 특정시간에 들어갈 증강

콘텐츠를 제작한다. 스케쥴러는 시간순서에 맞게 방송 프로그램

을 편성하고, 저장소에 있는 방송될 raw sequence는 방송편성

순서대로 지칭되어 MPEG-2 영상 인코더에 입력된다. 인코더

에 입력되는 순간 프로그램 시작 순간의 PCR을 실시간 스트림

에 삽입하여 인코딩 과정을 거치게 되며, PES 패킷화기와 TS

다중화기를 거쳐 실시간 프로그램이 TS 스트림으로 인코딩 된

다. 인코딩 과정을 거친 후 실시간 스트림은 TS 재 다중화기에

입력되어 증강방송을 위한 스트림으로 재 다중화하여 송출된다.

또한 동시에 프로그램 시작점을 기준으로 XML 데이터 또는

XML을 담을 TS스트림이 TS 재 다중화기에 입력되어 실시간

스트림과 함께 송출된다.

표 1. 증강방송 서술자

 

표1은 증강 방송을 위한 실시간 메타데이터 패킷 페이로드

를 의미하며 identifier는 본 필드 이후에 증강 방송 메타데이터

페이로드를 지시한다. Initial_program_reference_clock는 하이브

리드 증강 방송 서비스를 위한 동기화 정보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본 33비트 정보는

MPEG-2 시스템의 Program_Clock_Reference[2] 정보로서, 기존

PCR의 시간에서 PCR_base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본

정보는 동기화 시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클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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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증강 방송 콘텐츠가 다운로드가 보장되는 시간전에 증강

방송을 위한 메타데이터 패킷이 수신 및 파싱 되어 TS해석기

에서 출력되면 증강방송을 위한 메타데이터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2]
가 생성되고 PES해석기에서 동기화를 위

한 초기 PCR정보와 증강방송을 위한 XML데이터가 추출된다.

이 때 초기 PCR과 XML의 콘텐츠 활성화 시간(시:분:초:프레

임)을 이용하여 현재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이 고려된 MPEG-2

시스템 타임 클럭인 PTS(Presentation Time Stamp)[2]를 계산

한다. 예를 들어 시작 PCR이 30000이고, XML에 정의된 증강

방송 콘텐츠가 활성화 될 시간이 1분 10초 10프레임이라고 가

정하면 2110프레임이 지난후 증강 콘텐츠가 활성화 되야 한다.

위의 공식에 대입하면 2110 * 3000(PTS의 간격) = 6330000의

값이 계산 된다. 이 값에서 PCR을 더해 주면 6360000의 PTS

값을 계산할 수 있다. ABM_markup_type는 증강 메타데이터의

기술언어의 형태를 정의한다. Augmentation_service_type_flag

는 증강 방송 메타데이터 XML을 방송 스트림을 통해 수신 할

것인지 인터넷망을 통해 수신 받을 것인지 결정해주는 필드이

다. ugmentation_service_type_flag의 필드가 0상태이면 방송망

으로 다운로드 받고 1의 상태이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URL

주소가 정의된다. ABM_data_length은 방송망으로 XML을 수신

할 때 패킷내의 XML 데이터 길이를 의미하고,

ABM_data_byte는 증강 방송 콘텐츠 정보가 담긴 XML을 정의

하는 필드이다. ABM_URL_length는 증강 방송 콘텐츠 정보가

담긴 XML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할 때 접속 URL의 길이를

의미한다. ABM_access_URL은 증강 방송 XML을 인터넷망으

로 다운로드 받을 때의 접속 URL정보를 의미한다.

표1과 같이 증강 방송을 위한 새로운 페이로드를 새롭게

정의하여 실시간 송출 시 함께 다중화 하여 전송하여 증강 방

송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에서 실시간 방송 스

트림에 장면구성 정보 및 동기화 정보를 정의한 스트림 재다중

화로 증강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제안

을 검증하기 위해 PC환경에서 증강방송을 위한 증강 콘텐츠를

비트맵 형식의 이미지로 가정하고 증강방송용 TS File

Generator 및 Player를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TS File

Generator는 기준영상을 MPEG-2 코덱을 통해 인코딩하고 표1

의 페이로드 타입으로 증강 콘텐츠 연동정보를 함께 다중화 하

여 TS File로 다중화 하였다. 또한 이 TS 파일을 수신하여 역

다중화 및 디코딩이 가능한 TS File Player를 제작하여 본 알

고리즘을 증명하였다.

기존 수신기와 양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TS File

Gernerator를 통해 생성한 TS File을 Windows Media Player

를 통해 재생 하였다. TS File은 그림 5와 같이 재생되었으며,

이는 증강방송을 위해 확장한 알고리즘이 기존 단말에서도 문

제 없이 재생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림 5. 증강방송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TS File의 재생

그림 6은 TS File Player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타데이

터 알고리즘에 따라 증강 방송 콘텐츠가 동기화 되어 재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증강방송용 TS File Player의 재생화면

5. 결론

초고속 인터넷의 범용화와 디지털 방송 기술의 발전으로

실감형 방송 콘텐츠의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 기술 상황에 맞는 콘텐츠

소비 모델과 기술의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 소

비 모델 중 하나인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 인 MPEG-4 BIFS

extension ARAF 기술의 분석을 통해 기술적 이슈와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 단말에서도 디지털 방송시청이 가능하도

록 호환성을 유지하고 현 방송 시스템의 환경을 고려한 증강방

송 알고리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안한 증강방송 시스템 구

성 및 알고리즘을 통해 차 후 스마트 TV에서 구현 가능한 서

비스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알고리즘은 이종망의 연동

시에 동기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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