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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장면 기술 정보와 객체 기술 정보를 방송망 이외의 전송 경로를 통해 분산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BIFS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T-DMB 수신기와의 역호환성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데이터 서비

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BIFS 기술을 이용하여 분산 전송이 가능한 BIFS를 구성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의 구현 결과와 이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하이브리드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생성 시스템, 서비스 관

리 시스템, 콘텐츠 제공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통합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저작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방송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개인맞춤형 데이터로 분할하여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

현된 콘텐츠는 기존 수신기와의 역호환성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개인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구현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DMB hybrid data service provides advanced data services while maintaining backward compatibility with legacy T-DMB receivers 
by using hybrid BIFS technology enabling distributed delivery of scene description information and object description inform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hybrid service authoring framework implementing hybrid BIFS technology for creating contents for distributed 
delivery, and the results of experiments by using it. Hybrid service authoring framework is comprised of service creation system, 
service management system, and contents offering system. It enables the creation of combined hybrid data service and the splitting of 
the contents into two parts for ecah delivery network, data for broadcasting network and the data for mobile network. It also enables 
the managements of the contents. The feasibility of advanced data services while maintaining backward compatibility with the legacy 
T-DMB receiver has been proved by the contents created by using the hybrid authoring framework presented in this paper. 

Keyword : T-DMB, hybrid service, interactive data service, MPEG-4 BIFS

Ⅰ. 서 론

이동통신망을 리턴 채널(return channel)로 사용하는

T-DMB 기반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

고 있다
[1][2][3][4][5]. 이와 같은 융합형 시스템은 방송망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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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 시나리오
Fig. 1. T-DMB hybrid data service scenario

신망을 조합하는 다양한 대화형 양방향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7][8].

그런데, T-DMB에서의 이러한 대화형 양방향 데이터 서

비스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그래픽 데이터는 항상 비디

오 화면 영역의 내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다
[6]. 이러한 제약은 현재 T-DMB 표준이 대화형 데이터 서비

스를 위한 그래픽 데이터가 비디오의 크기보다 작은 렌더

링 영역에 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데이터 서비

스를 위해 비디오 영역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를 구성하

는 장면 구성 (scene description) 정보와 객체 기술 (object 
description) 정보는 방송망을 통해서만 수신된다는 제약

사항이다
[4][9][10].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T-DMB 수신기와

의 호환성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제약 사항을 극복하기 위

해서 T-DMB 표준의 변경 없이 추가적인 전송 방법을 사

용하여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T-DMB 하이브리드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의 구현 결과 및 이를 이용한 실험 결과

를 고찰한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

의 개념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저작 프

레임워크를 소개하고, 4절에서는 이를 이용한 T-DMB 하
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 실험 결과를 고찰한다. 마지막으

로 5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서술한다.

II.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의 개념
및 요소 기술

T-DMB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의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스마트 폰 환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소개한다.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방송 기술은 그림 1에 나타

낸 것과 같은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즉, 
T-DMB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단말

이 비디오 화면의 종횡비와 동일하게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긴 형태로 놓이는 것을 고려하였던 것과 달리 세로가 가로

보다 더 긴 형태로 놓이는 것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비디오

는 화면의 상단에 표출되며,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그래픽

객체들은 비디오와 중첩되지 않고 비디오 하단에 별도로

표출되는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아울러, 데이터 서비

스를 위한 정보들은 T-DMB 방송망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

망과 내부 저장장치를 통해 전송되며, 이렇게 다양한 경로

를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들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 무선 통신망이나 단

말의 내부 저장장치를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이런 형

태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의 일부는 단말의 위치나

사용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내용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의 구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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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T-DMB hybrid data service authoring framework

해서 요구되는 기술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T-DMB 방송망 이외의 전송 경로를 통해 초기 객체

기술자 전송 기술 : T-DMB 서비스는 MPEG-4 시스

템에 정의된 서비스 접근 절차에 따라 서비스에 접근

하게 된다. 즉, 서비스 접근은 IOD를 수신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IOD는 장면 기술 정보를 가지는 요소 스트

림(elementary stream, ES)과 객체 기술 정보를 전송하

는 ES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T-DMB 서비스의 구성은 장면 기술 정보와

객체 기술 정보를 통해서 정의되므로 T-DMB 서비스

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IOD를 통해 접근되는

장면 기술 정보 ES와 객체 기술 정보 ES를 변경하여

야 한다. 따라서, 기존 T-DMB 수신기와의 역호환성

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T-DMB 서비스를 구성

하기 위해서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에서

는 방송망을 통해 전송되는 IOD와 이를 통해서 접근

되는 장면 기술 정보 ES와 객체 기술 정보 ES를 변경

하지 않고, 별도의 전송 경로를 통해 새로운 장면 기술

정보 ES와 객체 기술 정보 ES에 대한 접근 정보를 가

지는 IOD를 전송한다.
②다중 경로를 통한 분산 전송을 위한 장면 기술 정보와

객체 기술 정보 구성 기술 : T-DMB 하이브리드 데이

터 서비스에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서비스나 개인 맞

춤형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

면 기술 정보와 객체 기술 정보, 그리로 데이터 서비스

를 구성하는 정지 영상 객체 등은 전체적인 데이터 전

송 효율성을 고려하여 방송망 이외의 무선 통신망과

단말 내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분산되어 전송되어야

한다. 즉, 실시간으로 각각의 사용자에 따라 다른 정보

가 전송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무선 통신망

을 통해서 전송하고 추후 활용을 위해서 비실시간으

로 다수의 단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단말의 내부 저장 장치를 통해 전

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

들은 단말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

러한 효율적인 분산 전송과 재구성이 가능한 형태로

장면 구성 정보와 객체 기술 정보들을 구성한다.  

III.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

1.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 개요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는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서비스 생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비스 관리 시스템과 콘텐츠 제공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생성 시스템은 전체 서비스의 구성을 정의하고 이

에 따라 구성된 서비스를 방송망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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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 생성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3. User interface of service creation system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로 나누어 생성(publish)
한다. 서비스 관리 시스템은 방송망을 통해서 전송할 데이

터를 전송 시점별로 관리하고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전달받아 방송망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와

통합하여 전체 콘텐츠의 무결성(integrity)을 검증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하여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서비스 생성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중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는 정적인 데

이터들은 mp4 파일 형태로 서비스 관리 시스템과 콘텐츠

제공 시스템에 전달되고, 서비스 제공 대상 혹은 시점에 따

라 실시간으로 생성되어 삽입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는 RTI (Real-Time Interface) 파일 형태로 콘텐츠 제공

시스템에 전달된다. 

2. 서비스 생성 시스템

서비스 생성 시스템은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

스를 위한 전체 서비스의 구성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시

스템이다. 또한, 구성된 서비스를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각

각 mp4 파일과 RTI 파일로 생성한다. 서비스 생성 시스템

에서 생성된 후 서비스 제공 시점에 변경되지 않는 정적인

데이터는 mp4 파일로 생성되고, 추후 콘텐츠 제공 시스템

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 시점에 따라 동적

으로 생성되어야 하는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은 RTI 파일로

새성된다.  
서비스 생성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생성 기능 : 저작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

용하여 방송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와 무선 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구분하여 생성한다.
․객체 추가 및 편집기능 : 드로잉객체, 사용자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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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투명 사각형 객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한 실

시간 데이터 생성을 위한 DB Object 객체, 이미지 객

체 등을 추가할 수 있고, 이들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

다.
․이벤트 기능 : 사용자의 데이터 선택을 통한 화면 제어

를 위한 이벤트를 설정한다.
․데이터 생성 기능 : 작업이 완료되면 방송망용 데이터

는 mp4 파일, 무선 통신망용 데이터는 mp4, RTI 파일

로 생성한다.
이러한 서비스 생성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객체 추가

및편집기능은 그림 3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뤄진다. 

․Drawing & Text Tool : 좌측에는 텍스트 편집 툴이

위치해 있고, 우측에는텍스트 객체, 사각형, 원등 같은

모양객체, 사용자 선택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투명 사

각형 객체(Ghost 객체), 데이터베어스와의 연동을 위

한 DB Object객체를 이용해 객체를 추가하는 기능을

한다.
․Preview Pane : Preview Pane은폴더를 검색하고 해당

폴더의 이미지들을 미리보기 할 수 있고 여기서 마우

스로 더블클릭하면 캔버스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윈도

우이다.
․Property : 객체의속성(폰트속성, 사용자 선택에 따라

연결되는 데이터 정보 등)을 편집하는 윈도우이다.
․Stage : 프로그램의 중앙에 있는 공간으로 그래픽 객

체, 텍스트 박스, 이미지 등이 위치하는 공간이다.
․Layer : 캔버스위에 놓이는 객체(Objects)의 집합이고, 
여러 종류의 객체를 Layer 단위로묶어서 관리하는윈

도우이다.
․Timeline : 객체들의 생명주기를 표현하는윈도우이다.
․Event : 객체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윈도우이다.

서비스 생성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해서 동

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표현하는 RTI 파일

은 XML 파일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es_id : 데이터가 전송될 es_id를 의미한다.
․desc : 해당 FontInfo에 대한 이름을 정의한다.
․fontName : 대상 객체가 텍스트인 경우 폰트 형식을

정의한다.
․fontColor : 대상 객체가 텍스트인 경우 폰트 색상을

정의한다.
․bgColor : 배경색을 RGB로 정의한다.
․fontSize : 대상 객체가 텍스트인 경우 폰트 사이즈를

정의한다.
․style : 대상 객체가텍스트인 경우 일반인지 볼드색인

지 구분한다.
․width : 생성될 데이터의 가로 사이즈를 지정한다.
․height : 생성될 데이터의 세로 사이즈를 지정한다.

3. 서비스 관리 시스템

서비스 관리 시스템은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

스를 위해 방송망으로 송출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다. 서비스 관리 시스템은 특정날자나 요일에 따라 데이

터가 송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필요시에는 수동으로 데

이터의 송출을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관리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은 기능모듈들로 구성

된다.
․스케줄리스트 관리모듈 : 스케줄데이터 정보를 추가, 
수정, 삽입 시 시간이겹치거나, 같은 ID 가 존재 하는

지, 리스트 정렬이 시간순서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관

리한다. 
․스케줄리스트 관리모듈 : 사용자가매뉴얼모드/스케
줄모드 중 어떤 모드를 선택하였는지 체크하여 전송

모듈단에 정보를알려고, 송출 시스템 통신모듈을 통

해 모드 변경 신호를 전송 한다. 
․매뉴얼 모드 시 데이터 전송 모듈 : 매뉴얼 모드 시,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특정 BiFS 콘텐츠 송출 시작 정

지가 이루어지도록 신호를 전송 한다.
․스케줄 모드 시 데이터 전송 모듈 : 스케줄 리스트를

참조 하여 스케줄 날짜 형태에 따라 특정 날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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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비스 관리 시스템 기능 구성도
Fig. 4. Functional diagram of service management system

그림 5. 서비스 관리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5. User interface of service management system

요일별 날짜 인지 구분하고 방송될 스케줄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 미리 전송 한다.

그림 5는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스케줄 시스템의 현재 시간을 디스플레이 한다.
②날짜를 선택 시 송출 되어질 스케줄 정보를 ⑥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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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 송출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6. User interface of service transmission configuration

에 보여준다.
③설정/모드변경/편집/로그보기 등의 버튼을 선택 시 해

당 화면을 보여준다.
④현재 송출되는 데이터의 진행 시간과 남은 송출 시간

을 디스플레이 한다.
⑤현재 선택된 모드를 디스플레이 한다.
⑥송출될 스케줄 정보를 보여주는 리스트 화면이다.

그림 6은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서 서비스 송출을 설정하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①송출 할 콘텐츠 파일 경로 및 파일을 세팅 할 수 있도

록 한다.
②송출 할 날짜를 세팅할 수 있도록 한다.
③송출 시작 시간과 송출 시간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한다.
④입력한 스케줄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 가능하도록

한다.
⑤입력한 스케줄데이터를 지정날짜별 주간별 등으로 선

택해 볼 수 있도록 한다.

⑥편집 할 스케줄 데이터를 보여주는 리스트이다.
⑦초기 화면으로 돌아간다.

4.  콘텐츠 제공 시스템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

스를 위해 무선 통신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한다.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서비스 생성 시스템에서

생성된 MP4를 분석해 초기 AU(Acess Unit)를 생성하여 등

록하고 서비스 생성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RTI 파일에 정의

된 바에 따라 DB (Data Base) Object와 데이터베이스의 정

보를 연결하여 전송할 무선 통신망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한다.
콘텐츠 제공 시스템의 기능 프로세스는 그림 7과 같으며, 

이를 구성하는 각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Contents Register : Contents Register 모듈은 저작도

구에서 생성된 MP4를 분석하여 AU 저장 파일을 생성

하고 AU 업데이트를 위한 XML파일을 생성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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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콘텐츠 제공 시스템 프로세스
Fig. 7. Process of contents offering system

한다.
․DB Mapper : BIFS 서비스 데이터를 DB에매핑하는

모듈로 저작도구에서 생성된 BIFS 서비스 콘텐츠 템

플릿인 RTI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DB Mapper에
서 매핑 하여 OMF를 생성한다.
․OMF (Object Mapping File) Controller : OMF 파일을

제어하는모듈로 생성된 OMF 파일을 시작시간, 종료
시간을 설정하여 OMF Controller에서 Application 
Server로 제어(전송, 중지, 취소, 재전송 등)를 한다.
․Application Server : 송출 할 파일을 업데이트하는모

듈로 Application Server에서 전송할 OMF 파일을 수

신 후 주기에 맞게 DB와 접속하여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져와서 송출을 위한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여 지정된

네트워크폴더로 송출 데이터를최근 내용으로 업데이

트한다.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구성하는모듈들의 주요 컴포넌트

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DB 컴포넌트 : 데이터베이스 (DB) 컴포넌트는 DB의

연결을 관리하고, 무선 통신망으로 전송할 데이터 생

성을 위한 데이터를 DB에서읽어오기 위하여 SQL 쿼
리를 실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BIFS 변환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등 DB를 이용하는 작업을 처리한다.
․통신 컴포넌트 : 통신 컴포넌트는 OMF Controller와
연결을 관리하고, OMF Controller로 부터 전달 받은

메시지를 분석하여 OMF 분석 컴포넌트에게 전달하

고, OMF Controller의 요청에 따라 작업한 결과를 전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송 시스템이 연결

할 수 있도록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결되어 있는

전송 시스템에게 BIFS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OMF 분석 컴포넌트 : Application Server는 OMF 

Controller 부터 준비완료메시지를 받으면 통신 컴포

넌트를 통하여 해당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OMF 분석컴포넌트에 전달한다. OMF 분석컴포넌트

는 전달 받은 내용 중 OMF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OMF를 읽는다. OMF로 부터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정보들의 유무를 분석하고, DB 연결 정보를 분석하고, 
BIFS 데이터 생성에 사용될 정보를 내부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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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 시스템 구성
Fig. 8. Architecture of experimental system

에 저장한다.
․BIFS 변환 컴포넌트 : BIFS 변환 컴포넌트는 OMF 분
석 컴포넌트와 DB컴포넌트가 생성한 자료구조와 데

이터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사용될 정지영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송출될 ES_ID와 연결 하

여 BIFS AU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Ⅳ.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앞서 제안한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

비스 저작 프레임워크의 검증을 위한 실험 시스템의 구현

결과와 이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 대해 고찰한다. 그림 8은
이러한 실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T-DMB 하이브리드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는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 개

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생성 시스템은 전체 서비

스의 구성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구성된 서비스를 방송망

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데이

터로 나누어 생성(publish)하고, 서비스 관리 시스템은 방송

망을 통해서 전송할 데이터를 MPEG-2 TS로 변환하여 전

송 시점별로 관리하며,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데이터베이

스와의 연동하여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를 생

성하고 관리하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서비스 생성 시스템

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mp4 파일과 RTI 파일을 이용하여

서비스 관리 시스템과 콘테츠 생성 시스템에 전달된다. 서
비스 재생기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구현한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를 통해 생성된 서비스의 검증을 위해서 구현된

재생기로서 방송망과 무선 통신망을 통한 직접 수신 기능

을 제외한 T-DMB 하이브리드 서비스 단말의모든서비스

재생 기능을 수행한다. 서비스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방송

망을 통해 실제 단말에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본 실험

시스템에서는 MPEG-2 TS 형태로 서비스 재생기에 전달되

며, 콘텐츠 생성 시스템으로부터 무선 통신망을 통해 단말

에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본 실험 시스템에서는 mp4 
파일 형태로 서비스 재생기에 전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실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가지 항목

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

은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와 기존 T-DMB 대
화형 데이터 서비스와의 역호환성이며, 두 번째로 검증하

고자 하는 항목은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에서

개인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이다. 
그림 9는 구현된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 시

스템을 통해 역호환성을 검증한 사례를 나타낸다. 역호환

성의 검증은 두 가지 기능의 검증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의 송출로 인해 기존

T-DMB 수신기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음과 기존의

T-DMB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가 새롭게 송출되는 하이브

리드 데이터 서비스의 일부(subset)로 제공됨의 검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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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T-DMB 수신기에서의 데이터 서비스
(a) Data service for legacy T-DMB receiver

(b)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 수신기에서의 데이터 서비스
(b) Data service for T-DMB hybrid data service receiver

그림 9. 역호환성 검증 사례
Fig. 9. Example for verification of backward compatibility

해서 이뤄진다. 그림 9(a)는 본 실험 시스템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MPEG-2 TS 데이터만을 재생하는

기존 T-DMB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데이터 서비스의 예이

며, 그림 9(b)는 본 실험 시스템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MPEG-2 TS 데이터와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된 mp4 파일을모두 재생하는 T-DMB 하이브

리드 데이터 서비스 지원 수신기에서의 데이터 서비스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9(a)에 나타낸 것처럼 기존 T-DMB 수
신기에서 데이터 서비스는 화면 중앙 상단에 표출되는 아

이콘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시작되며, 사용자 선택에 의해

서 표출되는 모든 그래픽 데이터들은 비디오 화면 위에 중

첩되어 표출된다. 이와 달리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

비스에서의 데이터 서비스는 초기 시작을 위한 별도의 선

택동작 없이 그림 9(b)에 나타낸 것처럼 비디오 화면 하단

에 즉시 표출된다. 아울러, 그림 9(b)에 나타낸 T-DMB 하
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 수신기에서의 ‘연동형 서비스’를
선택하였을 때 표출되는 데이터 서비스 내용은 그림 9(a)에
나타낸 기존 T-DMB 수신기에서의 데이터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 T-DMB 하이브리드 서비스 저작 프레

임워크를 통해서 생성된 서비스는 기존 T-DMB 수신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T-DMB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의 확

장(superset) 형태로 제공되어완벽한 역호환성을 보장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10은 각 단말 사용자의 개인별 특성 정보에 따라

무선 통신망을 통해 각각의 단말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전

송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의 검증 사례

를 나타낸다. 실험 시스템의 서비스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

여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중 상단 부분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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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개인맞춤형 서비스 검증 사례
Fig. 10. Example for verification of personalized service

수신기가 동일한 데이터를 방송망을 통해 수신하여 제공하

고 하단 부분은 사용자 특성별로 각각 다른 내용을 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작하였다. 
이렇게 저작된 서비스는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나

의 MPEG-2 TS 데이터로 변환되었고, 콘텐츠 제공 시스템

을 통해 사용자의 연령과 성별 특성에 따라 제공될네가지

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 받아 네

개의 mp4 파일로 변환되었다. 그림 10은 수신기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대가 서로 다른 경우를 가정하여 MPEG-2 TS 
파일 하나와 해당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mp4 파일 하나를

재생하여 서비스를 검증한 사례를 나타낸다. 그림 10(a)는
사용자가 20 ~ 30 대 남성인 경우, 그림 10(b)는 사용자가

40 ~ 50 대 남성인 경우, 그림 10(c)는 사용자가 20 ~ 30 
대 여성인 경우, 그림 10(d)는 사용자가 40 ~ 50 대 여성인

경우의 사례를 각각 나타낸다. 이를 통해 T-DMB 하이브리

드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는모든사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데이터와 사용자의 특성별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T-DMB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의 제

약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와 이를 이용

한 실험 시스템의 구현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실험 시

스템을 이용하여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가 제

공하려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인 기존 T-DMB 수신기와의 역

호환성 보장 기능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능의 검증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는 기존 T-DMB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의 제약 사항

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기능

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음을 입증하였다. 
T-DMB 하이브리드 데이터 서비스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한 서비스 저작 프레임워크 외

에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

성하고 전송하여 방송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와 동기

를 맞춰 제공하는 전송 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검증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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