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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스크린 서비스(Multi-screen service)는 하나 이상의 미디어를 복수개의 단말에서 동시에 또는 차별적으로 소비하는 서비스로서, 
이러한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기존 TV의 스마트화 및 스마트 단말의 보편화에 따라 그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 융
합 환경인 하이브리드 방송(Hybrid Broadcasting) 환경에 적용할 경우, 여러 개의 화면을 통해 여러 소스의 콘텐츠를 소비하여 다양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에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기술로서 장면구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장면구성 기술은 미디어가 소비되는 시간과 화면상의 공간을 특정함으로써 다수의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소비하
는 방법으로서, 해당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단말 간의 연계를 통한 복수 미디어의 시공간적 제어 및 소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장면구성 기술은 적용 가능한 환경의 제약과 다양한 단말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점, 활용의 복잡성 등으로 인
해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에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HTML5를 고려할
수 있다. HTML5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 단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HTML에 비해 다양
한 종류의 미디어의 소비를 지원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이 적용될 다양한 스마트기기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
는 HTML5을 기반으로 한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기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HTML5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와 관련된 기술을 소개하고, HTML5의 요소 및 속성의 확장을 통한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정보 제공 방법과 멀티스크린 서비
스를 위한 단말 간 미디어 시그널링 및 동기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적용 방
안을 구현 및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Abstract
Multi-screen service is a service that consumes more than one media in a number of terminals simultaneously or discriminately. 

This multi-screen service has become useful due to distribute of smart TV and terminals. Also, in case of hybrid broadcasting 
environment that is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it is able to provide various user experience 
through contents consumed by multiple screens. In hybrid broadcasting environment, scene composition technology can be used as 
an element technology for multi-screen service. Using scene composition technology, multiple media can be consumed complexly 
through the specified presentation time and space. Thus, multi-screen service based on the scene composition technology can 
provide spatial and temporal control and consumption of multiple media by linkage between the terminals. However, existing scene 
composition technologies are not able to use easily in hybrid broadcasting because of applicable environmental constraints, the 
difficulty in applying the various terminal and complexity. For this problems, HTML5 can be considered. HTML5 is expected to 
be applied in various smart terminals commonly, and provides consumption of diverse media. So, in this paper, it proposes the 
scene composition and multi-screen service technology based on HTML5 that is expected be used in various smart terminals 
providing hybrid broadcasting environment. For this, it includes the introduction in terms of HTML5 and multi-screen service, the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with scene composition and multi-screen service through the extention of elements and 
attributes in HTML5, media signaling between terminals and the method of synchronization. In addition, the proposed scene 
composition and multi-screen service technology based on HTML5 was verifi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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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하이브리드 방송(Hybrid Broadcasting) 환경은 IPTV, 위
성방송, 케이블TV, 지상파 방송 등 방송망과 인터넷을 포

함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방송콘텐츠

를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이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송은 기존의 전송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경제적이며, 단일 망에 비해

다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스마트TV를 필두로 방송망과 IP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이 가장 먼저 조성되어 다양한 서비스

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타 스마트기기에 적용되어지고 또한 DMB와의 연동

을 통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송 신규서비스가 나타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이 신규 방송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고려되어짐에 따라, 국내의 OHTV(Open Hy- 
brid TV), 국외의 HbbTV(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ATSC 2.0(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과 같이 하이브리드 방송환경 관련 표준 기술들이 등장하

였고
[1] 이들의 차기 버전(OHTV 2.0, HbbTV 2.0, ATSC 

3.0)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국제 표준화

단체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또한 새로운

방송전송표준인 MMT(ISO/IEC 23008-1 MPEG Media 
Transport)에서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을 고려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2].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미디어를 복수 단말을 통해 소비하

는 기술로서 차별적인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제

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기존

의 단일 수신 환경하에서 메모리 기반의 일률적인 화면을

제공하는 TV 환경에서 벗어나, 복수의 전송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다수의 미디어를 동시 또는 차별적으로 하나 이

상의 화면 또는 단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수의 미디어

를 다수의 단말에서 제공하기 위한 시공간적 구성 및 동기

화가 요구되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용화된 요소기술에는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3]

와 Apple의 Airplay[4], Wi-Fi 
Direct[5]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기술들은 단순 미디어 공

유 혹은 화면 공유의 서비스 형태로, 단말 간 연계를 통한

다수 미디어 활용 및 미디어간의 동기화된 소비와 같이 방

송통신 융합의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는 제

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에 적합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기술로 장면구

성 기술을 고려한다. 장면구성은 미디어가 소비되는 시

간과 화면상의 공간을 특정함으로써 다수의 미디어를 복

합적으로 소비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장면구성 기술

을 통해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에 적

용한다면, 다수 미디어의 시공간적 소비뿐만 아니라 단

말간 연계를 통한 미디어의 동기적 소비 및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의 양방향성을 활용한 선택적 미디어 소비를 제

공할 수 있다. 현재 표준화된 장면구성 기술에는 MPEG의

BIFS(ISO/ IEC 14496-11 Scene description and applica-
tion engine)[6]

와 LASeR(ISO/IEC 14496-20 Lightweight 
Application Scene Representation (LASeR) and Simple 
Aggregation Format (SAF))[7], W3C의 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 gration Language)[8]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장면구성 기술들은 각각의 장점이 존재함에도 적용

가능한 환경의 제약과 다양한 기기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점, 활용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에 적

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HTML5(Hypertext Markup Language 5)[9]

는 기존의

HTML에서 제공하는 기능에서 발전하여 보다 다양한 종류

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미디어의 화면상 공간구성

및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 기능 제공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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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이와 같은 기능적 장점과 다양한 단말에서 활용도

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에 적용될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장면구성
[10] 기반

기술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HTML5가 웹 문서를 제작하기 위한 마크업 언

어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 환경을 고려한 복

수 장면기술이 불가능하며, 다수 미디어간의 시간구성

방법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스크립트 및 스타일

언어 사용으로 인한 복잡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

한 단말 간 미디어 시그널링 방법 부재 등과 같은 점이

HTML5을 하이브리드 환경 하에서의 멀티스크린 서비

스를 위한 장면구성 기술로 바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

이라고 파악되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TML5을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확장방안을 제안한

다.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 하에서의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장면구성 기술을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HTML5와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관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장면구성을 제공하기 위한

HTML5의 확장 방법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멀티스크린

서비스 제공을 위한 HTML5기반 단말 간 미디어 시그널링

및 동기화 정보 제공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5장에서는

HTML5의 확장을 통해 제안한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

비스 기술의 구현 및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결론

을 6장에서 기술한다.

Ⅱ. 장면구성을 위한 HTML5 기술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HTML5의 확장을 통한 장면구성 기술과 이를 통한 멀티

스크린 서비스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HTML5
와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1절에서는 장면구

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HTML5의 미디어 공간구성 기능

과 이외에 요구되는 기능에 대해 기술한다. 2절에서는 멀티

스크린 서비스의 소개와 더불어 현재 상용화된 기술의 한

계와 다양한 활용범위에 대해 기술한다.

1. HTML5의 미디어 공간구성 방법
 
 HTML은 하이퍼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

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하이퍼텍스트란 독자가 하나의 문서

에서 타 문서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을 제공하

는 텍스트이다.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하고 웹이 활성화됨

에 따라 초기의 HTML이 텍스트와 이미지의 소비만을 제

공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그래픽

등과 같이 다양한 미디어의 소비를 제공하게 되었다. 
HTML5는 HTML의 다섯 번째 버전으로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현재

Candidate Recommendation이 공표된 상태이다[9].
HTML5는 다양한 미디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여러 요소

를 제공한다[9]. 텍스트의 경우, <p>, <a>, <em> 등의 요소

를 통해 스타일과 사용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요소를 제공

하며, 이미지는 <image> 요소, 비디오는 <video> 요소, 오
디오는 <audio> 요소, 그래픽은 <canvas> 요소를 통해 기

술할 수 있다. 이밖의 미디어에 대해서는 <object>, 
<embed> 요소를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HTML5 문서에 기술된 미디어의 공간구성은

레이아웃 요소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웹 페이지 내 특정

영역을 분할하기 위한 레이아웃 요소는 <header>, <nav>, 

그림 1. HTML5의 레이아웃 요소 사용 예
Fig. 1. Example of using layout element of HTM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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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footer>, <article>, <section>, <div>, <iframe> 
등이 있으며 그림 1과 같은 화면상의 위치와 그 용도에 따

라 구분된다. 그림 1에서 나타나지 않은 <div> 요소는 위치

및 용도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iframe> 요소

는분할한 특정영역에 타 웹페이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다. HTML5의 미디어 요소는 이러한레이아웃요소의 하위

요소로 기술됨으로써 서로 다른 위치에 구성될 수 있다. 하
지만 이들 레이아웃 요소는 화면의 상단, 하단 등과 같이

대략적인 위치만 기술할 수 있다. 독립적인 다수의 미디어

가 서로 다른 경로의 통해 전달될 경우, 하나의 화면으로

제공하는데 그 한계가 있기에, 해당영역의 위치를 특정하

기 위한 좌표정보가 추가로 제공되어야한다. 이밖에도

HTML5를 통해 장면구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수 장면

의 기술방법과 미디어의 시간구성 방법이 필요하다.

2. 멀티스크린 서비스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단말 간의 연동을 통해 하나 이

상의 미디어를 다수의 단말에서 동시에 소비하는 서비스

로서, 크게 두 가지 형태, OSMU(One Source Multi Use)
와 ASMD(Adaptive Source Multi Device)로 분류할 수 있

다.
 

그림 2. OSMU 멀티스크린 서비스
Fig. 2. OSMU multi-screen service

OSMU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그림 2와 같이 여러 단말에

서 동일한 미디어를 소비하는 멀티스크린 서비스이다. 이
러한 서비스는 단말간의 동기를 통해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른 기기를 통해 동일한 미디어를 소비해야할 경우에 적

용될 수 있으며, 한명의 사용자가 서로 다른 기기에 미디어

를옮겨가며 소비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중 전자

와 관련하여 상용화 기술로는 Apple의 Airplay[4], Wi-Fi 
Direct[5] 등이 존재하며, 후자와 관련하여 DLNA[3] 등이 존

재한다 한다.
이와 같이 OSMU 멀티스크린 서비스의 경우, 현재 상용

화된 기술들이 존재하나 특정 상황에 국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수 있다. 또한, 단말 간 동기화

와 미디어의 공간적 활용은 멀티스크린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미디어의 시공간적 소비를 제공하는 장면

구성 기술을 통해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 ASMD 멀티스크린 서비스
Fig. 3. ASMD multi-screen service

ASMD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그림 3과 같이 특정 주제

에 관련된 다양한 미디어를 서로 다른 단말에서 소비하

는 서비스이다. 이때 소비되는 미디어는 주 미디어와 보

조 미디어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 3의 경우에는 TV의

미디어를 주 미디어, 스마트폰의 미디어를 보조 미디어

로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주 미디어와 보조 미디어가 시

간에 따라 재생되는 미디어라면 이들 간의 동기가 필요

하다. 이와 같은 ASMD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다양한 활

용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에 적

용할 경우, 기존의 방송과 차별화된 새로운 사용자 경험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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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HTML5 확장을 통한 장면구성 제공 방안

1. 공간구성 정보를 위한 HTML5 확장

본 논문에서는 HTML5의 공간구성 기능을 활용하면서

하나의 HTML5 문서에 다수의 장면을 기술할 수 있고, 멀
티스크린 서비스 적용이 용이하도록 확장하기 위해 그림 4
와 같은 장면구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림 4. 장면구성 개념도
Figure 4. Concept of scene composition

하나의 장면은 View로 정의되어지고, View는 Area의 조

합으로 이루어진다. Area는 장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구성

하며, 미디어는 Area 내에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단일 미디어 혹은 복수 미디어의 조합에

대한 중복 기술을줄이고, 장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변경하

는데 용이하다. 또한,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

단위로 단일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Area를 사용함으로써

다수 미디어의 공간적, 시간적 구성을 통한 멀티스크린 서비

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면구성 개념을 제공하

기 위해 HTML5에서 <view> 요소와 <divloca- tion> 요소

를 확장한 장면구성의 요소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장면의 일부를 나타내는 Area를 장면구성 정보 내 요소로

표현하기 위해 HTML5의 <div> 요소를 사용한다. <div> 요
소는앞서 2장 1절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웹페이지내 특정

영역을분할하는역할을 하며, 특정한 의미적 용도없이 일

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rea와 역할이 유사하고, 

의미적 용도에 대한 충돌도 타 요소에 비해 적다.

그림 5. HTML5 기반 장면구성의 요소 구조
Figure 5. Element structure of scene composition based on HTML5

하나의 장면을 나타내는 View의 경우, 이와 유사한 개념

의 HTML5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view> 요소를 새로

이 추가하며, 실제로 화면상에 보이는 미디어의 정보를 담

고 있지 않기 때문에 <head> 요소의 하위요소로 정의한다. 
또한, 하나의 View를 구성하는 각 Area의 조합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view> 요소의 하위 요소로 <divlocation> 요
소를 정의하며, 각 <divlocation> 요소는 해당 Area의 공간

구성 정보, 시간구성 정보, 참조정보를 포함한다.
View, Area와 미디어 간의 공간구성 관계는 그림 6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즉,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을 통해 전달된

미디어는 공간구성 정보에 의해 Area로 구성되며, Area 또
한 공간구성 정보에 의해 View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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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iew와 Area와 미디어 간의 공간구성 관계에 따른 화면표시 과정
Fig. 6. Screen display process according to spatial composition relationship among View, Area, and media 

요소 공간구성 관련 속성 정의

미디어 요소 (<video>, <img>, ...)

top 미디어가 Area 내에서 표시되는 영역의 상단 여백 크기를 정의

left 미디어가 Area 내에서 표시되는 영역의 좌측 여백 크기를 정의

width 미디어가 Area 내에서 표시되는 영역의 너비를 정의

height 미디어가 Area 내에서 표시되는 영역의 높이를 정의

z-index 미디어가 표시되는 영역이 다른 미디어의 영역과 겹칠 경우, 표시 순서를 정의

<div>
width Area의 너비를 정의

height Area의 높이를 정의

<divlocation>

top Area가 View 내에서 표시되는 영역의 상단 여백 크기를 정의

left Area가 View 내에서 표시되는 영역의 좌측 여백 크기를 정의

width Area가 View 내에서 표시되는 영역의 너비를 정의

height Area가 View 내에서 표시되는 영역의 높이를 정의

z-index Area가 표시되는 영역이 다른 Area의 영역과 겹칠 경우, 표시 순서를 정의

<view>
width View의 너비를 정의

height View의 높이를 정의

표 1. 공간구성 정보 제공을 위한 요소 별 속성
Table 1. Attributes of each elements for providing spatial composition information

이와 같은 화면 구성 과정에서는총네 가지의 공간구성

정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그림 6의 ①에 해당하는 것으

로 미디어를 Area 내에서 특정 영역에배치하기 위한 미디

어의 위치정보와 크기정보이다. 두 번째는 ②에 해당하는

것으로 Area의 크기정보이고, 세 번째는 ③에 나타난 것으

로 Area를 View 내에서 특정영역에배치하기 위한 위치정

보와 크기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필요한 정

보는 ④에 해당하는 것으로 View의 크기정보이다. 상기의

4가지 정보의 특성을 공간구성 정보와 요소 간의측면에서

살펴보면 ①은 미디어의 요소에, ②는 <div> 요소에, ③은

<divlocation> 요소에, ④는 <view> 요소에 해당하는 공간

구성 정보이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각 공간구성 정보에

따른 요소의 속성은 아래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구성 속성들을 마크업 언어로 정의함으로

써 제안하는 장면구성 기술은 스타일 언어의 사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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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egin’, ‘end’, ‘dur’ 속성에 의한 시간구성
Fig. 7. time composition by ‘begin’, ‘end’ and ‘dur’ attributes

값의 종류 값의 정의 값의 사용 예

상대시간

<view> 요소의 경우, 장면구성 시작을 기준으로 한 상대시간. <divLocation> 요소의
경우, 상위 <view> 요소의 활성 시작을 기준으로 한 상대시간. 미디어 요소의 경우, 
상위 <div> 요소를 참조하는 <divLocation> 요소의 활성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한

상대시간. 시, 분, 초, 1/100 초 단위로 기술.

begin=“10s”
end=“30min”

dur="1h"

동기시점 타 요소의 활성 시작, 혹은 종류 시점. 타 요소의 id와 begin(시작), end(종료)로 기술. begin=“area1.begin”
begin=“area1.end”

이벤트시점 이벤트 발생 시점. 이벤트 대상 요소의 id와 이벤트 이름으로 기술 begin=“video1.click“

절대시간 현실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절대시간. begin=“18:00”

복수시점 다수의 시점을 " "(blank)로 구분하여 기술 begin="0s 30s"

표 2. 시간구성을 위한 속성의 값 및 사용 예
Table 2. Values and examples of attributes for time composition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말에서 공간구성 정보 처리에

복잡성을줄일 수 있다. 또한, 해당 단말의 스타일 언어 지

원 여부와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하기에 보다 광범위한 사

용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시간구성 정보를 위한 HTML5 확장

장면구성에서 시간구성 정보는 다수의 미디어를 의미적

으로 나열하기 위해 사용된다. HTML5를 통한 미디어의 시

간구성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크립트를 통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스크립트의 사용

은많은 연산과정을 요하기 때문에 단말에 부담을주며, 장
면구성 정보 분석에 지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간구성 정보를 요소의 속성으로 정의하여 상

기와 같은 단말의 연산부담을 제거하였으며, 시간 구성을

위해 추가되는 속성은 'begin', 'end', 'dur' 으로 정의하였다.
이세가지 속성은앞서 1절에서 소개한 장면구성 개념에

따라 미디어 요소, <divlocation> 요소, <view> 요소의 속

성으로 정의하며, 그림 7와 같이 'begin'은 요소의 활성 시작

시간을, 'end'는 활성 종료시간을, 'dur'은 활성 기간을 나타

낸다. 따라서, 요소의 시간구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be-
gin'과 'end' 속성 혹은 'begin'과 'dur' 속성이 필요하다. 'be-
gin'과 'end' 속성의값은 다양한 장면 전환 시점을 제공하기

위해 상대시간, 동기시점, 이벤트, 절대시간의 네 가지 형태

로 기술한다. 'dur' 속성의 값은 'begin'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시간으로 한다. 또한, 광고와 같이 한 장면 내에 반

복되는 미디어를 위해 다수 시점의 기술을 공백 문자를 통

해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한 'begin', 'end', 'dur' 
값의 정의 및 사용 예는 표 2와 같다.
상대시간, 절대시간과 같은 시간정보를 적용하고, 미디

어간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준시각이 필요하

다. 또한, 이 기준시각은 단말 간의 동기화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단말에 동일한 시각을 제공하

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시각을 위하여 NTP(Network 
Time Protocol)을 이용한 UTC(Universal Time Clock)를 활

용하였다.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NTP 활용이 가능하며, 이 UTC는 1/1000초의 정밀도를 가

지므로 미디어 동기화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또한, LAN 
환경에서 수 millisecond, WAN 수십 millisecond의 오차를

가지므로
[11] 단말 간 동기화에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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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면구성 기술을 통한 멀티스크린 서비스
지원 방안

1. 장면구성 기술을 통한 멀티스크린 서비스 형태

앞서 소개한 2.2.1절과 2.2.2절을 통해서 멀티스크린 서

비스는 크게 OSMU와 ASMD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에

여러 세부 서비스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스크린 서비스 형태 중 기본

적이면서도 활용도가 높으며, HTML5 규격에서는 지원하

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는 3개의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안하는 기술 규격의 적합성 및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3개의 대표 서비스의 형태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장면구성 기술을 통한 멀티스크린 서비스 형태
Fig. 8. Type of multi-screen service using scene composition technol-
ogy

그림 8의 (a)는 OSMU 멀티스크린 서비스 형태 중하나로, 
하나의 미디어에 관하여 주 단말과 보조 단말 간에 동기를

이루어동시에소비하는서비스이다. (b) 또한 OSMU 멀티스

크린서비스형태중하나로, 하나의미디어에관하여주단말

과 보조 단말을옮겨가며 소비하는 서비스로서, 이때 멀티스

크린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는주단말의 미디어와 동

기가요구될수도있고, 그렇지않을 수도있다. (c)는 ASMD 
멀티스크린서비스형태중하나로, 주미디어와관련된 부가

미디어를 보조 단말에서 소비하는서비스이다. 이 또한, 멀티

스크린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부가 미디어가주단말의 미디

어와 동기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미디

어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다수의 미디어가

공간적, 시간적 구성을 가지며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적용

될 수도 있다. 또한, 3장 1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Area는
하나 이상의 미디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미디어의 공간적, 
시간적 구성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스

크린 서비스를 위한 기본 단위로 Area를 사용한다. 

2. 장면구성 기술을 통한 멀티스크린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방안

멀티스크린 서비스의 단위로 Are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View에 관련된 Area들 중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사

용될 Area가 어떤것인지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정보를 View에서 각 Area의 정보를 나타내는

<divlocation> 요소의 속성으로 추가한다. 이 정보를 'plun-
geout' 속성으로 정의하며, 그 값은 표 3과 같이 정의한다.

값 정의

disable 해당 Area는 주 단말에 표시 가능하며,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는다. (기본값)

sharable

해당 Area는 주 단말과 보조 단말에 표시 가능하며,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사용된다.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 해당 Area는 주 단말과 보조 단말에 동일하게

표시된다. (그림 8의 (a) 참조)

dynamic

해당 Area는 주 단말과 보조 단말에 표시 가능하며,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사용된다.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 해당 Area는 주 단말에 대한 표시는 중단되며, 
보조 단말에 표시된다. (그림 8의 (b) 참조)

complementary

해당 Area는 보조 단말에만 표시 가능하며,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사용된다.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 해당 Area는 보조 단말에서 주 단말의 미디어에
대한 부가 미디어를 제공한다. (그림 8의 (c) 참조)

표 3. ‘plungeout’ 속성의 값 정의
Table 3. Value and definition of ‘plungeout’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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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의한 'plungeout' 속성을 통해 멀티스크린 서

비스 대상 Area와 멀티스크린 서비스 형태를 구분할 수 있

다. 이 외에 멀티스크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로는 멀티스

크린 서비스 시점에 대한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멀

티스크린 서비스에 따른 장면 전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하다. 
장면 구성 정보를 통해 제공되는 미디어는 각각에 주어

진 시간정보 혹은 이벤트(Event)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거

나 사라지거나 표시 영역을 변경하며 장면 전환을 수행한

다. 이러한 장면 전환은 멀티스크린 서비스 여부에 따라 요

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멀티스크린 관련 이벤트를 통한 장면 전환 방법을 제안한

다. 표 4는 제안하는 멀티스크린 관련 이벤트와 정의를 기

술한 것이다.

이벤트 정의

id.AreaOut

해당 이벤트는 id에 해당하는 Area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작 시 발생한다.

Note: id는 'plungeout' 속성을 갖는 <divlocation> 
요소의 id 값.

id.AreaBack

해당 이벤트는 id에 해당하는 Area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종료 시 발생한다.

Note: id는 'plungeout' 속성을 갖는 <divlocation> 
요소의 id 값.

표 4. 장면 전환을 위한 멀티스크린 관련 이벤트
Table 4. Events associated with multi-screen for scene change

이와 같이 정의된 이벤트는 'begin', 'end' 속성의 이벤트

시점값으로 사용함으로써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따른 장면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단말 간 미디어 정보 전달 및 동기화 방안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통해 미디어를 다수 단말에서 동시

에 소비하기 위해서는 단말 간에 미디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단말 간의 동기화된 미디어 소비를 위한

동기화 정보 제공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정보 및 동기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

지를 정의하고, 단말 간의 해당 메시지 전송을 통해 멀티스

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9는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정의한 멀티스크린

메시지이다. 멀티스크린 메시지가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3
가지로, Area 정보, 미디어 정보, 동기화 정보이다. 멀티스

크린 메시지는 지속적인 동기화 및 미디어 시그널링을 위

해주기적으로 전송되어야한다. 이때 Area 정보 및 미디어

정보는 미디어의 재생 영역의 변경이나 미디어의 재생 중

단이 발생하지 않으면변하지 않는 정보이므로첫번째멀

티스크린 메시지에만 수반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조

단말은 주 단말로부터 Area의 정보를 수신하고 동기화된

시간에 재생함으로써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9. 멀티스크린 메시지
Fig. 9. Multi-screen message

그림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nitialization_flag는 해당

멀티스크린 메시지가최초에 전송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제

공하며, 최초의 메시지로 그 값이 '1'일 경우, Area 정보 및

미디어의 소스정보를 제공한다. Area의 크기 정보는 are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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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멀티스크린 메시지 전달에 따른 지연
Fig. 10. Delays in the delivery of multi-screen message

width와 area_height값을 통해 제공한다.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는 no_of_media를 통해 해당 Area가 포함하는 미디어

의 수를 나타내고, media_id를 사용하여 해당 미디어가

HTML5 문서 내에서갖는 id 값을 기술하며, 그길이는 me-
dia_id_length를 통해 나타낸다. media_type은 해당 미디어

의 종류를 나타내며, media_type의 값과 해당하는 미디어

종류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값 미디어 종류 값 미디어 종류

0x00 video 0x03 text

0x01 audio 0x04~0xFF (Reserved)

0x02 image

표 5. media_type의 값
Table 5. Value of media_type

또한, 그림 9에 나타난 no_of_source는 해당 미디어의 소

스 정보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HTML5에서는 동일한 미디

어에 대해 다수의 소스 정보 기술을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였다. src는 해당 미디어의 소스 위치를 URI 형태로

기술하며, 그 길이는 src_length를 통해 나타낸다. 해당 미

디어의 Area 내 크기 정보는 width와 height를 통해 나타내

며, 그 위치는 top과 left, z-index를 통해 표시한다. 단말간

미디어 동기화를 위한 UTC_time은 해당 메시지의 전송 시, 
UTC로 나타내며, media_time은 해당 UTC 시점의 미디어

재생시간을 나타낸다. UTC를 미디어 재생시간과 함께 제

공함으로써 미디어의 동기화 및 멀티스크린 메시지 전달에

따른 지연의 보정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연 보정의 방법은 그림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UTCS를 멀티스크린 메시지 전송 시점의 UTC, USCR을
멀티스크린 메시지 수신 시점의 UTC라 하면, 멀티스크린

메시지 전달에 따른 지연시간 L은 USTR과 UTCS의 차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또한, 멀티스크린 메시지 전송 시점의 미디어 재생시간

을 MTS라 하면, 멀티스크린 메시지 수신 시점의 미디어 재

생시간 MTR은 MTS와 지연시간 L의 합으로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따라서, 멀티스크린 메시지 전달에 따른 지연은 멀티스

크린 메시지의 UTC_time, media_time과 상기의식 (1), (2)
를 통해 보정할 수 있다.

V.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 구현 및 검증

1.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

앞선 장들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송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

는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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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 구조도
Fig. 11. Structure of scene composition based on HTML5 and multi-screen service system

제안하였다. 제안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PC환경에서 그

림 11과 같이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

스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험하였다.
구성한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

스템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미디어는 비디오만을 사용하

였으며, 시간구성 정보는 상대시간의 초 단위만 사용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때 비디오 콘텐츠는 하이브리드 방송환

경을 고려하여 MPEG2-TS 콘텐츠를 방송망으로, MPEG 
DASH 콘텐츠를 IP망으로 전송하는 것을 가정하여 적용하

였다. 또한 입력되는 HTML5 문서는 XML로 간주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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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으며, 구현은 다음과 같은 개발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운영체제는 Windows 7을 사용하였고, 컴파일러 및 언어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C/C++를 사용하였으며, 
Renderer에는 DirectX February 2010의 direct draw를 사용

하였다.
그림 11에 나타난 시스템은 수신 단말을 기반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크게 2대의 단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
단말(1st Device)은 TS 모듈(Transport Stream Module), 장
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모듈(Scene Composition & Multi- 
Screen Module)과 DASH 모듈(DASH Module)로 구성되

어져 있으며, 보조 단말(2nd Device)은 DASH 멀티스크린

모듈(DASH Multi-Screen Module)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의 첫 번째 모듈에 해당하는 주 단말의 TS 모듈

(TS Module in 1st Device)은 하이브리드 방송환경 내에서

방송망을 통해 전달되는 미디어의 수신을담당하는 것으로

실험의 편의성을 위하여 입력되는 transport stream은 TS 
파일(TS File)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HTML5 문서 내 trans-
port stream에 대한 소스 정보는 로컬 스토리지(Local 
Storage)의 TS 파일 위치로 기술하였다. TS 수신기(TS 
Receiver)는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모듈로부터 TS 파일

의 소스 정보를 전달받아 TS 파일을 수신하고, TS 파일 내

TS 패킷(TS Packet)을 TS 분석기(TS Parser)로 전달한다. 
TS 분석기는 PID(packet identifier)가 0x00000인 PAT 
(Program Association Table)패킷을 PAT 분석기(PAT 
Parser)로 전달하며, PAT 분석기는 PAT 패킷에서 PMT 
(Program Map Table) 패킷의 PID를획득하며, 이를 기반으

로 TS 분석기는 PMT 패킷을 PMT 분석기(PMT Parser)로
전달한다. PMT Parser는 PMT 패킷에서 비디오 스트림

(Video Stream)의 PID를획득하며, TS 분석기는 비디오 스

트림 PID를 통해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TS 패킷의 역

다중화(de-multiplexing)과 역패킷화(de-packetizing)을 수

행하며, 이를 통해획득한 PES(Packetized Element Stream) 
패킷을 PES 분석기(PES Parser)로 전달한다. PES 분석기

는 PES 패킷으로부터 ES(Element Stream)을 획득하고, 이
를 디코더(Decoder)에 전달한다. 디코더는 ES로부터 비압

축영상을출력한다. 렌더러(Renderer)는 장면구성 및 멀티

스크린 모듈로부터 전달받은 공간정보에 따라영상을출력

한다.
그림 11의 두 번째모듈에 해당하는주단말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모듈(Scene Composition & Multi-Screen 
Module in 1st Device)은 장면 구성 정보를 수반한 HTML5 
문서를분석한다. 장면구성정보분석기(Scene Composition 
Information Parser)는 입력된 HTML5 문서를분석하여 미

디어 소스 정보(Media URI), 미디어 소비를 위한 시간 정보

(Temporal Information) 및 공간 정보(Spatial Information), 
미디어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서비스 형태 정

보(Multi-Screen Information)를 수신한다.
그림 11의 세 번째 모듈에 해당하는 주 단말의 DASH 

모듈(DASH Module in 1st Device)은 하이브리드 방송환경

을 통해 전달되는 적응적 스트리밍의 수신 및 재생을 담당

한다. HTTP 수신기(HTTP Receiver)는 장면구성 및 멀티스

크린 모듈로부터 전달받은 MPD(Media Presentation De- 
scription)의 소스 정보를 통해 MPD를 수신한다. 수신한

MPD는 MPD 분석기(MPD Parser)로 전달한다. MPD 
Parser는 재생구간 및 품질에 따른 Segment의 소스 정보를

획득하여 Segment 매니저(Segment Manager)에게 전달한

다. Segment 매니저는 품질 및 재생구간에 따라 HTTP 수
신기에 Segment의 수신을 요청하며, 수신한 Segment는
Segment 분석기(Segment Parser)에 전달된다. Segment 분
석기는 Segment를 통해 비디오 ES(Video Element Stream)
를 획득하고, 이를 디코더(Decoder)에 전달한다. 디코더

는 ES로부터 비압축 영상을 출력한다. 렌더러(Renderer)
는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모듈로부터 전달받은 공간정

보에 따라 영상을 출력한다. 보조 단말 연결기(2nd Device 
Connector)는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모듈로부터 멀티스

크린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제공 시, 보조 단말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요청을 기다린다. 보조 단말 연결기는

보조 단말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요청 시, 멀티스크린 메시

지 생성기(Multi-Screen Message Generator)로부터 멀티스

크린 메시지를 전달받아 보조 단말에 전달한다.
그림 11의 네 번째모듈에 해당하는 보조 단말의 DASH 

멀티스크린 모듈(DASH Multi-Screen Module in 2nd 
Device)은 주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멀티스크린 메시지를

통해 MPD와 Segment를 수신하고영상을 재생한다. 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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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 html>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ns:msci="http://163.180.177.213/xmlns/msci">
 <head>
  <title>Entertainment</title>
   <view id="View1" width="1920px" height="1080px" begin="0s" end="60s">
  ①<divlocation id="divL1" left="0px" top="0px" width="1920px" height="1080px" begin="0s" end="indefin-

ite" refDiv="Area1"/>
   </view>
   <view id="View2" width="1920px" height="1080px" begin="60s" end="indefinite">
  ②<divlocation id="divL1" left="0px" top="0px" width="960px" height="1080px" begin="0s" end="indefinite" 

refDiv="Area1"/>
  ③<divlocation id="divL2" left="960px" top="0px" width="960px" height="540px" begin="0s" end="indefin-

ite" refDiv="Area2" plungeout="sharable"/>
  ④<divlocation id="divL3" left="960px" top="540px" width="960px" height="540px" begin="0s" end="indefin-

ite" refDiv="Area3"/>
   </view>
 </head>
 <body>
⑤<div id="Area1" width="960px" height="540px">
   <video id="video1" src="D:\fish.ts" width="960px" height="540px" begin="0s" end="indefinite"/>
  </div>
⑥<div id="Area2" width="960px" height="540px">
   <video id="video2" src="http://163.180.177.213/hansel(L)_t/hansel(L)_t.3gm" width="960px" 

height="540px" begin="0s" end="indefinite"/>
  </div>
⑦<div id="Area3" width="960px" height="540px">
   <video id="video3" src="http://163.180.177.213/solar(L)/solar(L).3gm" width="960px" height="540px" be-

gin="0s" end="indefinite"/>
  </div>
 </body>
</html>

그림 12. 실험에 사용된 HTML5 문서
Fig. 12. HTML5 document for experiment

말 연결기(1st Device Connector)는 주 단말에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요청하고 멀티스크린 메시지를 수신하고, HTTP 
수신기(HTTP Receiver)는 수신한 MPD의 소스 정보를 통

해 MPD를 수신한다. 이후동작은주단말의 DASH 모듈과

동일하다.

2. 실험 및 검증

1절에서 구성한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실험 및 검증을 위해 그림 12의

HTML5 문서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상기의 그림 11의 문서는 HTML5의 문법에 따라 크게

<head> 요소와 <body> 요소로 구성되었고, <head> 요소의

<title> 요소는 해당 문서의주제를 나타낸다. 또한, <head> 
요소 내에는 앞서 3장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view> 요소

와 <divlocation> 요소가 존재하고, 현재 문서에는 두 개의

<view> 요소를 통해 두 개의 View가 존재함을알수 있다. 
두 개의 View는 시간정보에 따라 재생시작부터 60초까지

첫 번째 <view> 요소의 View가 표시되고, 60초이후로 두

번째 <view> 요소의 View가 표시된다. 첫번째 <view>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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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장면구성을 통한 미디어 재생 화면 1
Fig. 13. Media presentation by scene composition No.1

그림 14. 장면구성을 통한 미디어 재생 화면 2
Fig. 14. Media presentation by scene composition No.2

소가 구성하는 View는 ①의 <divlocation> 요소에 따라 ⑤

의 <div>가 구성하는 Area를 화면 전체에 표시한다. 두 번

째 <view> 요소가 구성하는 View는 ②, ③, ④의

<divlocation> 요소에 따라 화면좌측에 ⑤의 <div> 요소가

구성하는 Area를, 화면 우측 상단에 ⑥의 <div> 요소가 구

성하는 Area를, 화면 우측 하단에 ⑦의 <div> 요소가 구성

하는 Area를 표시한다. 여기서 ③의 <divlocation>에는

'plungeout' 속성을 통해 멀티스크린 서비스가 가능함을 나

타내고 있다. 따라서, 60초 이후의 보조 단말의 요청에 따라

⑥의 <div> 요소가 구성하는 Area는 보조 단말에서 표시될

수 있다. <body> 요소 내에는 Area를 나타내는 <div> 요소

가 존재한다. ⑤의 <div>가 구성하는 Area는 하이브리드 방

송환경에서 방송망을 통해 수신되는 Transport Stream에

해당하는 TS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⑥와 ⑦의 <div>가 구

성하는 Area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DASH 
비디오 콘텐츠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그림 12는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이 그림 11의 HTML5 문서에 따라 0초에서 60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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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통한 주 단말과 보조 단말의 재생 화면
Fig. 15. Media presentation on 1st deviece and 2nd device by multi-screen service

이에 첫 번째 View를 나타내는 재생화면을 보여준다. 
HTML5 문서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화면 전체에⑤의 Area
에 구성된 비디오가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이 그림 11의 HTML5 문서에 따라 60초 이후에 두

번째 View를 나타내는 재생화면을 보여준다. HTML5 문서

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두 번째 View의 구성에 따라 ⑤의

Area는 화면좌측에 재생되고, ⑥의 Area는 화면 우측상단

에, ⑦의 Area는 화면 우측 하단에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이 해당 HTML5 문서와 멀티스크린 메시지를 통해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생화면을 보여준다. 
HTML5 문서에 기술된 것과 같이 보조 단말의 요청에 따라

⑥의 <div> 요소가 구성하는 Area가 보조 단말에서 주 단

말과 동기를 이루며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앞서 제안한 멀티스크린 메시지를 통해주단말과 보

조 단말 간의 미디어 시그널링이 이루어졌으며, 메시지 내

의 시간 정보를 통해 동기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HTML5 기반

장면구성 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주단말과 보조 단말 사

이에 미디어의 동기화를 이루며 멀티스크린 서비스가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 론

장면구성을 통한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다수의 미디어를

동시에 소비하는데있어서 공간적 구성을 통한 소비, 시간

적 구성을 통한 소비, 복수 단말을 통한 소비를 제공함으로

써 다수의 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한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방안은 하이브리드 방송환

경에서 장면구성을 통해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

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HTML5 기반 장면구성 및 멀

티스크린 시스템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 검증하였다.
제안한 방안과 검증을 위해 구성한 시스템은 앞으로 하

이브리드 방송환경에서 장면구성을 통한 멀티스크린 서비

스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술 개발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HTML5를 지원하는 다양

한 스마트기기에서의 활용과 멀티뷰 서비스, 증강방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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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광고 비즈니스 등과 같이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수익

모델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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