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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MB는 오디오/비디오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웹 서비스(BWS), 슬라이드쇼 서비스(SLS), 교통정보 서비스(TPEG)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비실시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DMB 시장의 포화와 모바일 IPTV와 DMB 서비스간의 시장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

즈니스 모델로 예상되는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를 소개한다.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의 목적은 DMB AF 포맷을 기반으로 한 비실

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DMB 채널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이는 DMB 기능이 탑재된 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

나 DMB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하며, 이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는

DMB 콘텐츠의 소비 및 수요가 DMB 방송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의 국내외 표준화 현황과 다양한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또한 DMB 방송프로그램 안내정

보를 이용하여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그널링 방법, 송수신 프로토콜 및 수신기 구조를 제안한다. 

Abstract

DMB provides various kinds of data services such as BWS and TPEG service in addition to audio and video services. But 
recently the necessity of new business models creating profit has been on the rise due to the saturation of DMB receiver market and 
break-down of market barrier between mobile IPTV and DMB services. This paper introduces DMB filecasting service technology, 
which can be expected a new profit-creative business model. The purpose of DMB filecasting service is to transmit non-real time 
multimedia contents based on DMB AF format to the users through DMB channels. It makes possible to consume DMB contents 
with any DMB-installed device anytime, anywhere and share them with others. Also DMB filecasting service makes consumption and 
request of DMB contents possible to be extented to a variety of networks as well as DMB channels. The paper explains the 
standardization status of DMB filecasting service and various DMB filecasting service scenarios. And also it proposes a signalling 
methode, a transmission and reception protocol and a receiver structure using DMB broadcasting program guid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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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DMB 방송은 2005년 지상파 DMB 본방송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휴대폰과 스마트패드, 내비게이션, 
PMP 등에 DMB 기능 탑재가 기본이 되면서 확산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관계에 있었던 DVB-H
와 미디어플로 같은 이동방송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지상파

DMB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공고한 시장지위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DMB 단말의 보급율 증가와는 달리 유일

한 수입원인 광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2010년 2
분기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7월에 방

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 DMB 업계의 누적 적자는

832억원이였고, 지상파 방송3사만 2~4년전부터 조금씩 흑

자로 전환되었을 뿐 U1 미디어 227억원, YTN DMB 240억
원, 한국 DMB 208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적자

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DMB 업계의 투자액이 약 1051
억원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새롭게 나타난 '스마트 DMB'는 대화형 DMB 서비

스로서 대용량의 동영상 방송콘텐츠를 YTN과 KBS, MBC, 
SBS 등 13개 TV 채널을 포함해 최대 20개 채널의 방송망

으로 송수신하고, 인터넷 검색과 같은 부가서비스는 와이

파이나 3G 통신망을 사용해 스마트 TV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와 프로파일을 이용하

여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연동 서비스와 타겟팅 광고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 기존의 단순한 DMB 광고와는 또 다른 수

입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상파 DMB에 새로운 기능 추가 혹은 성능

개선을 통하여 고품질의 비디오/오디오 서비스 및 새로운 데

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세대 DMB 방송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DMB 기술은 차세대 DMB 시
스템 고도화 기술과 차세대 DMB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기

술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중점기술로서,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DMB 시스템의 전송률을 높이고, 5.1채널

과 같은 다채널 오디오 서비스와 VGA 비디오 화질을 제공

할 수 있는 AT-DMB(Advanced T-DMB) 기술, AT-DMB 

전송장비간 인터페이스 기술, AT-DMB 수신기 표준적합

성 시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차세대 DMB 데이터 서비

스 고도화 기술은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 AT-DMB 계
층간 연계 서비스, AT-DMB 계층간 연계 오디오 서비스, 
AT-DMB 양방향 서비스, AT-DMB 지역방송 서비스, 스마

트폰 DMB 2.0 서비스 및 DMB 고정밀위치정보 전송 서비

스 등과 같이 사용자친화적이며 개인취향에 적합한 데이

터 서비스 및 방송통신 융합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기 위한 기술이다
[1][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 기술은

DMB AF(Application Format)기반 비실시간 다운로드 서

비스로서, 교통 및 여행 정보 서비스(TPEG), 방송 웹 사이트

(BWS), 슬라이드 쇼(Slideshow) 등과 같은 DMB 표준에서

정의된 단순한 단방향 데이터 서비스에서벗어나서 파일 기

반의 맞춤형/대화형/양방향 멀티미디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II장에서는 해외 파일캐스팅 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설명하고, III장에서는 DMB 파일캐스팅 파일

포맷, 송수신 프로토콜, 시스널링 방법 및 단말구조설계에

대해설명한다. 마지막 IV장에서결론을맺는 것으로 본 논

문을 구성한다.

Ⅱ. 파일캐스팅 기술 및 표준화 동향

WorldDMB의 DAB 파일캐스팅 표준은 Eureka 147기반

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 환경 하에서 파일캐스팅 애플리케

이션의 부호화, 압축, 프로파일화, 전송 방법을 정의하고 있

다. DAB 파일캐스팅 기술은 DAB 방송망을 통해 DAB 
EPG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오디오 파일 위주

의 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비실시간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기술이다. 파일캐스트와 EPG 서브 채널로 데이터

를 보내기 위해서는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 디
렉토리 모드 방법을 활용하며, 기본 재전송주기는 60초이

내로 압축 전송방식을 허용한다. 또한 DAB EPG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저사양 수신기를 위해서 기본적인 방송정

보(방송프로그램 이름, 장르, 연관 AV 채널 정보 등)을 포

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미디어 파일만을 수신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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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B 파일캐스팅 서비스 개념도
Fig. 1. Conceptual diagram of DAB filcasting service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2008년 9월에 만들어진 파일캐

스팅 작업반은 파일캐스팅 기술표준(V0.80)까지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활발한 공개적인 미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지만 파일캐스팅 서비스를 위한 DAB EPG 표준 수정 및

확장을 위한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
미국의 DTV 표준화 기구인 ATSC가 발표한 NRT 

(Non-Real-Time) 기술규격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비실시간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송수신 규격으로서, 프로그

램,  광고,  게임,  인터넷 콘텐츠 등 시청자가 원하는 다양

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지털방송 스트림의 여유 대역에

삽입하여 미리 전송하고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내장 스

토리지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는 파

일캐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TSC의 NRT 기술규

격 작업은 현재 TSG/S13-1 서브그룹에서 CS(Candidate 
Standard)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고정된 수신기 뿐 아니

라 휴대형 수신기도 고려한 규격을 작성 중이다. 즉, NRT 
서비스는 ATSC 2.0 뿐 아니라 ATSC-M/H의 범위까지 포

함하고 있고, 다운로드 콘텐츠의 안내와 시그널링은 기존

의 PSIP(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 프로

토콜을 확장하여 대응한다. 또한 콘텐츠 전송을 위한 프로

토콜은 대용량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지원하는 기존의

ATSC 규격(A/97 : Software Download Data Service)이 아

닌 IP 전송과 OMA BCAST(Open Mobile Alliance 
BroadCAST) 규격에서 정의한 FLUTE 프로토콜을 채용하

여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MPEG-2 보다는 H.264 규격으

로압축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리턴채널은 선택사양

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료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보호수단, 
고유한 수신기 ID를 사용한 서비스 타겟팅과 사용자 정보

의 저장 및 활용 역시 규격에 포함될 예정이다[4][5][6].
유럽의 DTV 표준화를 주도하는 DVB 프로젝트의 TM- 

CBMS(Convergence of Broadcast and Mobile Systems) 그
룹에서는 기존의 디지털이동방송 표준인 DVB-H 기반에

IP를 접목한 DVB-IPDC(Internet Protocol Datacasting) 기
술 규격을 2005년에 표준화완료하였다. 방송망은 DVB망
을 사용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리턴채널은 3세대 이동

통신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송과 IP 데이터캐스팅의결

합과 방송과 이동통신의 결합 모델을 전제로 표준화가 이

루어졌고, 전자는 `방송망(DVB―H) 기반의 IPDC', 즉
`IPDC over DVB―H'를 뜻하는데, 이런 융합 모델을 추구

함으로써 방송서비스 뿐만 아니라 영화ㆍ게임ㆍ컴퓨터프

로그램 등의 대용량 디지털콘텐츠를 휴대단말기를 소지한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후자

의 경우는 DVB―H 네트워크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연동, 
이동통신망을 상향채널로 활용함으로써 각종 콘텐츠 사용

에 따른 결제와 인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녹아 들

어있다. IP기반으로 상용 모바일 TV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DVB-IPDC 기술 규격은 유무선 인터넷과 같이 AV신호를

패킷단위로끊어압축한 뒤전송로의 용량을 일정한 타임



최지훈 외 :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 기술 155

그림 2.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 표준
Fig. 2. Scope of DMB filecasting service specification

슬롯(Time Slot : 시간폭)으로 쪼갠 뒤 각 타임 슬롯별로

패킷화된 방송신호를 실어 보내기 위한 필수 요소만을 정

의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DVB 물리계층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시스템 계층중의 하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DVB- 
SH(Satellite services to Handhelds)를 포함한 모든 DVB 모
바일 TV 시스템을 위한 상위 계층으로서 사용될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IP 기반 시스템에서도응용될 수 있다. 즉, 
DVB-IPDC 규격은 무엇을 전달할지, 어떻게 전달할지, 어
떤형태로 표현할지, 어떻게 보호할지를 정의하고 있고 사

용자 활용 시나리오, DVB PSI/SI(Program Specific Infor- 
mation/Service Information) 시그널링, 전자 서비스 가이드

(ESG), 콘텐츠 전달 프로토콜(CDP)와 서비스 구매 및 보호

(SPP)로 구성되어 있다[7].
최근 ITU-R에서는 영상ㆍ음성신호 파일을 수신기에 비

실시간으로 전송 및 저장하여볼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

템 요구사항, 수신기 구성방법,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 기반 방송시스템의 기본 요소에 대

한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권고

안에서는 파일기반 사용자에게 파일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서 방송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 대한 정의와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파일들은 시청자가 원하는 시

간에 재생될수 있도록 수신기의 기본적인 구현 특징 등을

기술하고 있다[8].

Ⅲ.  DMB 파일캐스팅 기술

본 논문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을 바탕으로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에

특화된 송수신 프로토콜 및 시그널링 규격을 추가로 정의된

부분을설명한다. 참고로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는 비실시

간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이므로 프로그램 관련데이터(PAD)
는 고려하지않고 투명데이터 채널(TDC)과 IP 터널링 프로

토콜 기반의 파일캐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9].

1. DMB AF

DMB AF는 MPEG-4 Part 12 ISO 기본 미디어 파일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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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Brands

Audio Associated   Data TS Associated   Metadata

MP2 ER-
BSAC

HE-
AAC2 AAC+SBR MPEG 

-Surround BIFS MOT-   
 SLIDE DLS

JPG/
PNG/ 
MNG

3GPP- 
TT

MP4on
MP2 DID TVA REL IPMP

‘da0a’ R - - - - - O O O - - - - - -

‘da0b’ R - - - - - O O O O - O O O O

‘da1a’ - R - - - - - - O - - - - - -

‘da1b’ - R - - - - - - O O - O O O O

‘da2a’ - R - - - O O O - - - - - -

‘da2b’ - R - - - O O O O - O O O O

‘da3a’ - R - - - - O - - - - - -

‘da3b’ - R - O - - O O - O O O O

‘da4a’ - R - - R - - - - - R - - - -

표 2. 오디오 응용 브랜드
Table 2. Brands for audio applications

에 기반한 DMB 콘텐츠 전용 파일포맷으로, 다양한 종류의

지상파 DMB 및 위성 DMB 콘텐츠를체계적으로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저장 및 접근하며 안전하게 보호/유통하기 위

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10]. 

그림 3는 일반적인 단일타입의 DMB AF 파일 구조에서

그림 3. 단일 타입 파일 구조
Fig. 3. Single type file structure

는 ftyp, moov, mdat 박스를 포함된다. 여기서, moov 박스

는 moov 박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trak 박스에

대한 장면 구성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trak 박스는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각 trak 박스에 있는

미디어는 AV, 오디오, 비디오, 이진 부호화된 장면 서술 정

보(BIFS)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콘텐츠가 순서에 상관없이

섞여 있는 구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 있는 2개
이상의 콘텐츠 파일들을묶어서 하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로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멀티타입 파일 구조도 가능

하다. 즉, 파일 구조는 2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있고, 외부

파일 포맷은 ftyp, meta, mdat 박스들을 포함하고 있고, 내
부 파일 포맷은 moov, meta, mdat 박스들로 구성될수 있다
[10]. 

ftyp 박스에주(major) 브랜드와 호환(compatible) 브랜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주 브랜드는 해당파일을 소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애플리케이션(또는 디코더)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 두번째호환브랜드는 해당

파일을 소비할 수 있는 적합한 디코더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없을 경우 대체활용할 수 있는애플리케이션(또는 디코

더) 정보를 나타낸다
[10].

아래의 표 2, 표 3, 표 4는 DMB AF에서 정의하고 있는

브랜드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R’은 파일 내 존재

해야하는 필수컴포넌트 데이터를 의미하고 ‘O’은 파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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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Brands

Visual Associated   Audio Associated   Data TS Associated   Metadata

AVC ER-
BSAC

HE-
AAC2

AAC+
SBR

MPEG-Su
rround BIFS

JPG/
PNG/
MNG

3GPP-TT MP4on
MP2 DID TVA REL IPMP

‘dv1a’ R R - - - O O - R - - - -

‘dv1b’ R R - - - O O O R O O O O

‘dv2a’ R - R - - O O - R - - - -

‘da2b’ R - R - - O O O R O O O O

‘dv3a’ R - - R - O O - R - - - -

‘dv3b’ R - - R - O O O R O O O O

‘dv4a’ R R - - O O O - R - - - -

‘dv4b’ R R - - O O O O R O O O O

표 3. 비디오 응용 브랜드
Table 3. Brands for video applications

Brands Components

‘dmb1’
이 브랜드는 DMB AF 표준 규격에서 정의하는 모든 컴포넌트 타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경우 사용한다. 그러나 만약 MPEG-2 
전송스트림 컴포넌트를 포함할 경우, 이에 다중화되어 포함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직접 포함하지 못한다. 즉, DMB AF 
파일이 MPEG-2 전송스트림을 포함할 경우, DID, TVA 등을 포함할 수 없다.

표 4. 모든 응용 브랜드
Table 4. Brands for video applications

존재해도 되고,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컴포넌트 데이터를

의미한다. 즉, 해당 브랜드를 지원하는 단말은 ‘R’뿐만 아

니라 ‘O’로 표시된 모든컴포넌트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어

야 한다
[9][10].

표 3에서 전송스트림 컴포넌트는 3GPP-TT만을 제외한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들을 포함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만약 DMB AF 파일 내에 오디오와 비디오 컴포넌트를 가

지는 전송스트림이 존재하면, 같은 파일 내에서 더 이상의

오디오와 비디오 컴포넌트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표

4의 모든응용브랜드는 DMB AF 표준 규격에서 정의하는

모든컴포넌트 타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경우 사용한다. 그러

나 만약 MPEG-2 전송스트림 컴포넌트를 포함할 경우, 이
에 다중화되어 포함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직접 포함하

지 못한다
[9][10]. 

2. 송수신 프로토콜 및 시그널링

DAB 데이터 채널로 전송되는 콘텐츠 파일이 파일캐스팅

서비스를 위한 것임을 수신기에알리기 위하여 그림 4에서

와 같이 고속 정보 그룹인 FIG 0/13의 사용자 응용 타입

(UserApplicationType)을 “파일캐스팅 서비스(=0x7DF)”으
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DMB 수신 단말이 다운로드할 파

일의 재생가능 유무를 다운로드 이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필드에는브랜드 타입 리스트

정보를 기술한다. 브랜드 타입 리스트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브랜드가 기술될수 있다. 맨먼저주브랜드식별자가

표시되고, 여러 호환 브랜드 식별자들이 포함될 경우 낮은

값의 호환 브랜드 식별자가 먼저 오도록 오름차순으로 정

렬되어야 한다
[10][11].

사용자애플리케이션 데이터는 DMB AF 규격의 ftyp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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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타입
Fig. 4. Structure of user application type

스에 정의된주브랜드와버전 정보(minor_version)을 포함

하고 있고, 파일을 소비할 수 있는 호환 규격으로 여러 호환

브랜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단말에서 재생이

불가능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수신되면, 해당
파일캐스팅 채널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되지않게 하거

나, 사용자 선택에따라서 재생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디코더 모듈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파일들은 MOT 

디렉토리 모드에 의해 MOT 카루셀로서 패킷 모드 서브채

널을 통해 반복 전송된다. 여기서 DMB AF기반의 파일들

이 전송되는 서브채널을 “파일캐스팅 채널”이라 부른다.
콘텐츠 파일들은 파일캐스팅 채널 내에 각 MOT 객체로

서 전송되고, MOT 디렉토리객체는 MOT  객체들의 목록

을 전달한다. 개별 MOT 객체에 적용될 MOT 파라미터들

은 MOT 디렉토리 내의 개별항목인 MOT 헤더 정보 내에

전송된다. MOT 헤더 정보는 MOT  헤더 코어와 MOT 헤
더 확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2][13][14][15].
MOT 헤더 코어는 MOT 헤더 코어의 ContentsType과

ContentSubType 필드 값은 각각 이진화값인 “000000”, 
“00000000”으로설정하고, MOT 헤더 확장은 표 7에 기술되

어 있는 PermitOutdatedVersions, Expiration, ContentName, 
CompressionType, UniqueBodyVersion, CAInfo 파라미터

들는 기존의 MOT 규격을따른다. 그리고 ContentName 파
라미터는 다운로드 된 파일명과 동일해야하며 MOT 내에

서는 유일해야한다. 또한 DMB ECG 메타데이터에 기술된

방송프로그램 이름과 동일해야 하고 파일의 확장자명은

“dmb”로 한다
[16].

ContentDescription 파라미터는 MOT 객체의 필수 파라

미터로서, 전송되는 콘텐츠의 타이틀명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이 정보는 범용 변환 포맷인 UTF-8 인코딩 방법을

따르고 최대 크기는 512 바이트로 제한한다. 그리고 DMB 
ECG 메타데이터의 <Title> 또는 <ShortTitle> 요소에 기술

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ContentCategory 파라미터는

MOT 객체의옵션 파라미터로서, 다운로드 되는 콘텐츠 파

일의 장르정보를 기술한다. 이 정보는 UTF-8 인코딩방법

을 따르고 최대 크기는 256 바이트로 제한한다. 만약

‘ContentCategory’ 파라미터가 사용될 경우에는 DMB 전
자 콘텐츠 안내(ECG) 메타데이터의 <Genre> 요소의 내용

과 기술방법이 동일해야 한다. ParentService 파라미터는

MOT 객체의 옵션 파라미터로서, 다운로드 되는 콘텐츠와

연관성 있는 비디오/오디오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와의



최지훈 외 :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 기술 159

<dmb_url> ::= <dmb_audio_program> |
<dmb_video_program> |
<dmb_data_service>
[“@”<date_time> “/”   <duration>]

<dmb_data_service> ::= <dmb_data_service_scheme>   “://”
<dmb_data_service_address>

<dmb_data_service_scheme> ::= “dmb.data.bws”|“dmb.data.tpeg”|
“dmb.data.dps”|“dmb.data.java”|
“dmb.data.sls”|“dmb.data.fc”

<dmb_data_service_address> ::= <ensemble_ECC><EId>“.”<SId>“|”<SCIdS> SId는 서비스를 위한 확장
국가 코드(ECC)가 포함된 32 

비트

<ensemble_ECC> ::= hex hex 앙상블 채널 식별을 위한 8 
비트 확장 국가 코드(ECC)

<EId> ::= <hex><hex><hex><hex> 16 비트 앙상블 식별자
<SId> ::= <hex><hex><hex><hex>[<hex>   <hex><hex>< hex>] 오디오 프로그램일 경우만

16 비트로 설정하고 비디오
프로그램 및 데이터 서비스일

경우는 32 비트를 사용함
<SCIdS> ::= <hex> 4 비트 필드로, 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 컴포넌트를

식별하는데 사용함.
<hex> ::= <digit> | "a" |   "b" | "c" | "d" | "e" | "f" 문자는 소문자만 사용함

<digit>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alpha>    ::= = lowalpha | upalpha | “_“  “_”는 문자 공백(Character 

Space)를 의미함
<lowalpha>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s" | "t" |   "u" | "v" | "w" | "x" | "y"   | "z"

<upalpha> ::= "A" | "B" |   "C" | "D" | "E" | "F" | "G"   | "H" | "I" |"J" | "K" |   "L" | 
"M" | "N" | "O" | "P"   | "Q" | "R" |"S" | "T" |   "U" | "V" | "W" | "X" | 
"Y"   | "Z"

dmb.data.fc://<ensemble_ECC><EId>.<SId>|<SCIdS>[@<date_time>/<duration>]

ex) dmb.data.fc://f1e002.f1e00002|3@2012-01-10T15:05:00+01:00/PT1H35M

로케이터 형식을 스트링 형태로

표현한 예제임

표 5.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를 위한 로케이터 형식
Table 5. Locator type for DMB filecasting service

연결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이 정보는 본 표준 문서의 부록

에 기술된 DMB ECG 로케이터 기술방식을따른다. 마지막

으로, AvailabilityStart 파라미터는 MOT 객체의옵션 파라

미터로서, 파일캐스팅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콘텐츠 파

일의 전송될 날짜와 시간 정보를 기술한다. 만약 파라미터

의 날짜와 시간이 미래이면, 현재의카루셀 전송에는 포함

되어 있지않지만 해당 시간에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받

을 수 있도록 수신기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사용한다. 
만약 파라미터의날짜와 시간이 과거이거나 정의되지않으

면, 현재 전송 중인카루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AvailabilityStart 파라미터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데

이트가 필요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더 유용하다
[9].

3. DMB ECG 로케이터 형식

DMB ECG 규격과의 연동을 위해서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를 지칭할 수 있는 로케이터 규칙은 IETF RFC 2396
의 배커스 나우어 형식(BNF:  Backus-Naur Form)으로 기

술한다
[9][17].

표 5에서, date_time은 현지 시간으로, ISO 8601 확장 포

맷을 따른다. YYYY-MM-DDThh:mm:ss 형태로 표현되며

YYYY, MM, DD는 연, 월, 일을 각각 나타낸다. T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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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MB 파일캐스팅용 단말 구조
Fig. 5. Structure of DMB filecasting terminal

시 구분자이고 hh, mm, ss는 시, 분, 초를 각각 나타낸다. 
시, 분, 초에 이어 현지 시간과 UTC와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또는 -), hh:mm을 이어서 표시한다. duration은
'P'[[d]d'D']['T'[[h]h'H'][[m]m'M'][[s]s[.n[n[n]]]'S']] 형태로

표시한다.

4. DMB 파일캐스팅 단말

기존의 DMB 송출시스템 및 수신단말은 파일캐스팅 데이

터를처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지원하지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한하는 파일캐스팅 구현 기술은 기존의

DMB 단말에서 파일캐스팅 기능 모듈들을 추가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DMB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뿐만 아니라

DMB 부가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DMB 단말과의역호환성을 보장한다. 즉기존의 데이터 송

수신 프로토콜을 재정의하여 기존 데이터와 함께 수신할

경우 송수신 오류 발생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DMB 단말

로 하여금 파일캐스팅 데이터임을 인지하기 위한 시그널링

정보를 추가 정의함으로서 역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DMB 파일캐스팅용 단말은 DAB 처리블

록과 파일캐스팅 처리블록으로 구분되어 있고 DAB 처리

블록은 기존의 DMB망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모듈

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파일캐스팅처리블록은 방송망으로

전송되는많은 MOT 정보들을 분석하여메타데이터 수신 및

업데이트처리와 DMB AF 파일포맷 기반의 미디어 데이터

를 구분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업데이트 관리모듈이 있다. 
그리고 수신된 방송프로그램 안내 정보(ECG)를 포함한텍스

트 또는 바이너리 데이터를메타데이터엔진이 이해할 수 있

는 XML로 변환하거나 DMB AF 파일포맷 기반의 미디어

패키징데이터를 순수한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으로 분류

하여 디코딩하는 디코더 모듈이 있다. 마지막으로메타데이

터를 저장 및 관리하고, 사용자의쿼리에따라 방송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전달하는 메타데이터 엔진 모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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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 처리 흐름도
Fig. 6. DMB filecasting service process flow diagram

그림 6은 ECG 방송프로그램 정보를 이용한 파일캐스팅

서비스처리흐름과 MOT 헤더 확장에 있는 파라미터 정보

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브랜드 식별자 정보를

이용한 독립형 파일캐스팅 서비스 처리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6-(a)의 ECG 정보 연동형 파일캐스팅 서비스는컨

테이너 구조기반으로 MOT 객체에 실려 송수신되는 메타

데이터, 콘텐츠 위치정보, 섬네일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사

용자에게 파일캐스팅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메
타데이터 컨테이너는 ECG 메타데이터 캡슐화 정보, 문자

열 및 이진 데이터 캡슐화 정보, ECG 초기화 정보를 포함

하고 있고, 지상파 DMB 특성상 한정된 전송대역폭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전송 및 업데이트를 고려가 필

요함에 따라 메타데이터의 의미있는 단위인 ‘프래그먼트’
들의 묶음 형태로 나누어져 송수신된다. 그리고 콘텐트 위

치정보(CRI, Content Referencing Information) 컨테이너는

콘텐트 식별자(CRID, Content Reference Indentifier)와 콘

텐츠의 실제 물리적인 위치(로케이터, Locator)와의 대응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CRI 캡슐화 구조와 앙상블 색인표

로 구성된 하나의 파일 형태로 송수신된다. 마지막으로 정

지영상 컨테이너는 정지영상 캡슐화 구조와 ECG 데이터

저장소로 구분된다. 정지영상 관련정보는 정지영상캡슐화

구조에 기술되어 있고, 정지영상 데이터는 ECG 데이터 저

장소를 포함되어 송수신된다. 사용자는 수신 처리된 ECG 
방송프로그램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파일캐스팅 서비스만

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림 6-(b)의
독립형 파일캐스팅 서비스는앞서설명한 MOT 헤더 확장

파라미터에 포함된 단순 방송프로그램 정보와 사용자애플

리케이션 데이터의브랜드식별자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에게 단말에서 재생 가능한 파일캐스팅 서비스 목록을 제

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콘텐츠만을 선택하여 다

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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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MB 파일캐스팅 서비스 시나리오
Fig. 9. DMB filecasting service scenarios

그림 7. DMB AF 파일 플레이어 화면
Fig. 7. DMB AF file player view

그림 8. DMB ECG 플레이어 화면
Fig. 8. DMB ECG player view

그림 7은 DMB AF 파일포맷으로 오디오, 비디오, 메타

데이터 정보가 함께패키징된 파일캐스팅 데이터를 재생하

는 플레이어 화면이고, 그림 8은 방송프로그램 줄거리, 등
장인물, 스케줄링 정보 등의 방송프로그램 정보를 재생하

는 플레이어 화면이다.
즉, 단순히 교통정보 서비스, 슬라이드쇼 서비스, 방송웹

서비스와 같은 기존의 DMB 데이터 서비스는 DAB 데이터

처리블록에서 수신처리가능하고, 수신된 데이터가 파일캐

스팅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일 경우에는 그림 6의 업데이트

모듈, 디코더 모듈, 메타데이터 엔진 모듈을 통해서 그림

9와 같은 다양한 대화형/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까지 가

능함을 보여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DMB AF 파일포맷으로 저작된 미

디어를 DMB 방송망을 통해서 비실시간 다운로드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파일캐스팅 서비스 기술에 대해

서설명하고, 기존의 DMB 수신기에서 하드웨어 업데이트없

이 단순히 FIG 0/13의 사용자애플리케이션 타입을 수신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능과 DMB AF 파일포맷 기반의 융합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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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미디어 디코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모듈추가 및 업그레이드만으로도 파일캐스팅 서

비스가 가능하고 역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말구조를

제안한다. 
향후, AT-DMB 상용 서비스 시작과 함께 가용한 DMB 

방송 대역폭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서 고품질 오디오/비디

오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까지

가능한 차세대 DMB 방송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이를 통

해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정보와 함께이미지, 텍스트, 메
타데이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함께 오디오/비
디오가 함께 전달됨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교통/뉴스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전달되는 실시간 정보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장치에

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맞춤형 서비스, 사용자와 콘텐트

가 공감할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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