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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스크린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위한 광고 제공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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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스크린 서비스는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방송사, 통신 사업자에서 단말기 제조사까지 참여하며 사업 영역이 확

대되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익원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TV 라이브 방송과 결합되는 경우, 기존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N-스크린 서비스에서 활용도가 높은 동영상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동영상 광고 제공을 위해 실시간 영상 대체 기능과 사용자별 광고 제공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광고 소재 관리와

통계 관리 기능을 광고 관리자에게 제공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상용 N-스크린 서비스에 적용되어 동영상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

되고 있다. 

Abstract

N-Screen service has experienced rapid business expansion recently, since consumers' watching patterns have been diversified; 
also business stakeholders including broadcasting companie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device manufacturers have joined this 
field. In order to operate N-Screen service in a stable manner, development of advertisement system where it generates continuous 
advertisement profit is needed. Especially for a streaming service that delivers live TV programs, the new advertising system has 
to deliver ads in conjunction with the live streaming system that is in use. In this paper, video advertising system that is congenial 
to N-Screen is proposed. Both real time video/ad converting scheme and direct video ads delivery function were developed and 
tested.  In addition, ad contents management and statistics management functions have been developed for advertisement managers. 
This system was implemented in a commercial N-Screen service and it is currently being used for delivering video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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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스크린 서비스 예제-KBS 통합플레이어K (모바일 및 PC용)
Fig. 1. KBS N-Screen service 'Player-K'

Ⅰ. 서 론

기존의 일 방향 방송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의 성능이

고도화 되고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 니즈가 다양화 되

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단말기를 통해서 원하는 콘텐

츠를 즐길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1][2]. 

또한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사업자, 통신

사업자, 인터넷 포털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도 N-스크린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N-스크린

서비스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3][4][5]. 그러나 경쟁적인 환경

에서 N-스크린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서비

스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

로 광고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N-스크린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고는 여러 형태

가 있지만,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던 배너 광고는 영

상 콘텐츠 시청이 주요 활동이 되는 N-스크린 화면에서 활

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동영상 광고의 경우 기존 TV 광고

와 같은 형태로 영상 콘텐츠 사이에 광고를 배치하는 방법

으로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어 유용한 광고 방식이

된다. 
동영상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인터넷상에서는

PC(personal computer)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왔으나, PC보다 제약이 많은 모바일 단말

기 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단말기에도 함

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VOD(Video on demand)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N-스크린 서비스의 경우 동영상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별도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위한 N-스크린 서비스에서

동영상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안하고 이

를 구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장에서는 N-스크

린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사에서 이용하는 기

본적인 시스템 구조와 이를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

고, 3장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동영상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제로 구현된 시스템이 적용된 내용을 보여주고, 5장에서

결론 내용을 서술한다. 

Ⅱ.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제공 시스템

1.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서비스

N-스크린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 소비자

가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포함한 단말기 간 콘텐

츠를 이동하면서 감상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주 콘텐츠와

연동하면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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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시스템 구성도
Fig. 2. N-Screen live streaming system structure

첫 번째는 동일한 콘텐츠를 서로 다른 단말기들이 공유

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서비스 형태이다. 두
번째는 하나의 단말기에서 감상하던 콘텐츠를 다른 단말기

로 이동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청하던 콘

텐츠에 대한 관련 정보 및 부가 서비스를 다른 단말에 연동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 

국내에서는 사업자 별로 N-스크린 서비스를 출시하여 시

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참여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pooq)과 KBS가 개발한 통합플레

이어K, 유료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CJ 헬로비전의 티빙

(tving), HCN의 에브리온TV가 대표적이며, IPTV 사업자

들도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개별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자 별로 조금씩 차별화

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OSMU 형의 실시간 방송 송출, 
단말기 이동 형태의 VOD 감상,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부가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서비스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제공되는 서비스 중 실시

간 방송프로그램 송출이 핵심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6]. 그만큼 국내 N-스크린에서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제공이 사업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

고 있다. 다시 말해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제공에서 광고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N-스크린 서비스 중, 실시간 방송 제공

기능에 초점을맞추어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이를 위해 N-스크린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전

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확장하여 광고를 제

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절에서는 현재

활용중인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제공 시스템의 구조와 이

를 지원하는 각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2.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제공 시스템 구조

실시간 방송 제공을 위해 구현한 N-스크린 방송 시스템

은 라이브 스트리밍인코딩, 실시간 스트리밍, 인터넷 전송

순서로 이루어 진다(그림 2.). 인코딩과정에서는 영상을 인

터넷 라이브 전송을 하기 위해 영상을 라이브 스트림으로

부호화한다. 스트리밍과정은 스트림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문제없이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스트리밍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서 시간의 지연 없이, 끊김 없이

재생할 수 있는 기술로서 네트워크 트래픽 및 서버의 부하

를 적절하게 분산시켜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기

위한 프록시 서버의 개념을 도입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기술이 결합되어 N-스크린 실시간 방송이 시청자

에게 제공된다. 

2.1. 인코딩(Encoding)
N-스크린 실시간 방송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인

코딩은 콘텐츠 원 신호를 압축하여 인터넷 기반의 스트림

포맷으로 만들어 전송함으로써인터넷을 통해 시청하는 단

말기인 PC, 모바일, 패드 등의 단말기에서 재생 가능한 형

태가될수 있도록신호를변환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는 영상 신호를 적절하게 압축하여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터넷 전송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최

소화 하면서, PC, 모바일, 패드 단말기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영상으로 인코딩하여 스트리밍서버에 전달하게 된

다. 예를 들면, Adobe Flash Media Encoder는 라이브 영상

을 복수의 비트율로 VP6 혹은 H.264 비디오 포맷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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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딩을 한후 Flash Media Server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7].

2.2. 스트리밍(Streaming) 
스트리밍은 인터넷을 통해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를 전

송, 재생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데이터를 전송받으면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기술로서는 UDP(User Datagram Protocol)기반

의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기술과 HAS(HTTP 
Adaptive Streaming) 기술이 있다. 

RTP는 데이터를 UDP 기반의 패킷을 전달하는 기술로서

유니캐스트 또는멀티캐스트 상에서 실시간 데이터 전송할

수 있다.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는 인터넷에

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제어하는 모드(Play, Fast, Forward, 
Stop 등)를 포함하는 기술이며, RTCP(Real-Time Control 
Protocol)는 데이터 통신에서 전송 중 분실 패킷 수, 지터

간격, 이전 패킷과의 지연 시간 등의 QoS 정보를평가하여

데이터 전송률을 조절한다
[8]. 

그러나 UDP/RTP 전송방식은 트래픽 잼이나 단말기 환

경에 따른 네트워크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방식 중 다양한 디바이스에 안정된 스트리

밍을 제공하기 위해 출현한 HAS(HTTP Adaptive Stream- 
ing) 기술은오류복원 능력이 높고 안정된 스트리밍기술로

서 하드웨어 부하나 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화질의 콘텐츠

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콘텐츠가멀티비트로

인코딩된 스트림이 여러 개의 파트로 나뉘어 HTTP(Hy- 
pertext Transfer Protocol)를 통해 스트리밍되는 방식이다
[1]. 

2.3 인터넷 전송(Online Distribution)
스트리밍 과정을 거쳐 가공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어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정보가 동영상이 대부분인

요즈음에는 용량의 크기로 인해 네트워크의 트래픽 잼과

서버의 부하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를극

복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CDN 
기술이 발전하였다. CDN의 일반적인 기술은 데이터를 요

청하는 이용자 근처에 프록시 서버를 두고 사용자가 콘텐

츠를 요청 시에 메인서버 대신에 프록시 서버로부터 콘텐

츠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8]. 즉, 메

인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미리 프록시 서버에푸싱을 통해

이동시킨다. 만약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콘텐츠를 요구

할 경우 사용자와 인접한 프록시 캐싱 서버로부터 트래픽

잼을 유발하지않고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고품질콘텐

츠의 QoS를 보장할 수 있다.  
CDN의 또 다른 기술인 P2P(Peer to Peer)는 클라이언트

가 프록시 서버가 아닌인접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콘텐츠를

전송 받음으로써 QoS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외에

도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활용한 차세대 CDN 기술이 출현

하고 있다
[9]. 

Ⅲ. N-스크린 동영상 광고 제공 시스템

N-스크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정

적인 수익원이 필수적이며, 그 중 광고는 인터넷 서비스에

서 가장널리 활용된 수단이다. 특히 국내 N-스크린 서비스

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이 중요한 서비스로 다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N-스크린 실시간 방

송을 위해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서비스의 경우 동영상 광고를 제공

하는 것이효과적인데, 이미지를 활용한 배너 등의 광고 보

다 동영상의 경우 주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10][11], 동영상

광고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시청하게 되므로 광고 효과 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배경에서 N-스크린 서비스에서효과적

인 동영상 광고를 N-스크린 실시간 방송에서 제공하는 시

스템을 고안하였다.
N-스크린 실시간 방송에서 동영상 광고를 제공할 수 있

는 방법은 두 가지 기술로 구현될수 있다. 실시간 방송 내

용을 변형하여 TV 광고 시간대에 N-스크린 전용 광고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대체 형태와, 사용자 요청

시점에 광고를 제공하는 사용자별 광고 제공 기술이다. 
대체광고는 기존 TV 방송을 위한 광고 계약과 인터넷을

경유해 제공되는 N-스크린 방송을 위한 광고 계약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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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스크린 동영상 광고 제공 시스템 구조
Fig. 3. Advertisement system for N-Screen live streaming

가 가능한 상황에서, N-스크린 서비스 운영을 위한 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체광고는 방송 영상 자체를 다른 영상으로 전환하여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TV 방송과 같이 모든시

청자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저작권이 확보되지않아 N-스크린으로

전송할 수 없는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여

전송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사용자별 광고 제공은 사용자가 영상을 요청한 시점에

광고를 전송한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자가

TV 영상을 요청하면 광고를먼저 보여준후방송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프리롤(pre-roll)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1). 프
리롤 광고는 대체광고와 달리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으

로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기존 N-스크린 실시간 방

송 제공 시스템을 확장하여 N-스크린 동영상 광고 제공을

위한 이 두 가지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시간 방송 대체는 방송 영상을 인코더로 전송하기 전

에 영상을 대체한 뒤 결과를 인코더로 전송하여 TV 방송

광고 시간대에 N-스크린 광고로 등록된 광고물을 대중에게

전송한다. 

사용자별 광고 제공은 인터넷 전송 기술로 활용되는

CDN 시스템의 전송 과정을 변형하여 사용자 단말기에 광

고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요청 시점마다 사용자에게 서

로 다른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N-스크린 동영상 광고 제공 시스템은 어느 기술을

통해 광고를 제공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광고 동영상을 관리

하고, 광고가 제공된 내역을 기록하고 통계를 제공하는 기

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따라 기존 N-스크린 방송

시스템에서 확장한 N-스크린 동영상 광고 제공 시스템에서

는 광고 소재 관리와 통계 기술을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1. 실시간 방송 대체 기술

인터넷을 경유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의 경우 기존

TV 방송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도록시스템

이 구성되어 있다. 만약 지상파 광고를 대체하여 별도로 계

약된 광고 영상을 전송해야 한다면 지상파 방송 영상에 대

한처리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시간

방송 내용을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실시간 방송 내용을 대체하기 위한 과정은 대체가 필요

한 시간을 파악하고, 목적에맞는 영상을 편성하여 해당시

간대에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이

1) 사용자별 광고 제공은 사용자가 N-스크린 서비스 이용 종료를 요청한 시점에 광고를 노출하는 포스트롤(post-roll) 형태도로 활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

전제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N-스크린 특성상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요청 이후 영상을 주목하지 않게 되므로 포스트롤의 활용도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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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상 전환 처리
Fig. 4. Video/ad converting scheme

루어진다. 

1.1 대체 시간 분석
방송 영상을 대체하기 위한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방송 시스템에서는 특정 시그널을 방송 신호 내에삽

입하여 이를 인식하거나, 스케줄을 관리하는 외부 장비에

서 전송되는 신호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시작/종료 시간을 그순간에 파악할 수밖에

없어효율적인 대체 편성을 수행하기힘든단점이 있다. 반
면 방송 송출 운행 스케줄을 받아 분석하여 대체 시간대를

분석하면 전체 시간에서 영상이 대체될 시간을 파악하여

대체 편성을 수행하는데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구현한 대체광고는 TV 방송 송출 스케줄을 API(ap-
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연동하여 구체적인 광

고 시간을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때 생방

송 스케줄변경으로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동이 발생

하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수립하

여 보완하였다. 

1.2 대체 편성을 위한 스케줄 생성
 대체 광고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파악된 시간대 내

에 대체 편성을 수행하여 요청된 광고 영상이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대체 편성 과정에서 기

본적으로 광고 소재 풀에서 송출되어야 하는 광고 리스트

를 자동 생성하고, 추가적으로 수동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

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영상 전환

실시간 방송을 대체하는 방식은 지상파 방송 신호를 스

트리밍방송으로변환하는 여러 단계에서 가능한데, 이 중

방송 신호의 출력을 대체하여 인코더에 전달하는 방식은

다른 장비들에 영향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큰 이점이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영상 전환을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시스템 첫 단계인 인코더 전달 이전에 완료하여 이후 시스

템에 영향을 주지않는 형태로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광고 이외의 시간에는 그대로 전달

하고, 광고 시간대에는 지정된 광고 동영상으로 대체 결과

물을 다시 방송 신호 형태로 만들어 인코더로 최종전송한

다. 
그림 4는 구체적인 영상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시스템은

방송 신호 SDI(serial digital interface)를 실시간으로 입력

받고, 소재 관리 서버에서 미리 전달받은 광고 미디어 파일

은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친다. 두입력은 시간에따라 어떤

영상이 전송될지 결정되며, 이후 영상처리를 통해 SDI 신
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출력으로 송출된다.

2. 사용자별 광고 제공 기술

사용자별 광고 제공 기술은 프리롤광고로 사용자들에게

제공될수 있다. 프리롤광고는 인터넷 방송에서 동영상 광

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경우 VOD 프로

그램을 보여주기 전에 프로그램 로딩 시간 동안 프리롤광

고를 보내는 방식을 이용한다. 기존 인터넷 방송에서 이용

되는 사용자별 광고 제공 기술은 광고 영상과 본 영상이

모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속성을 동일하게 갖지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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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프리롤 광고 제공 과정 (RTMP)
Fig. 5. Pre-roll advertisement delivery process (RTMP)

간 방송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광고의 경우, 광고 영상은 파

일로 존재하는 반면, 방송 영상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

송되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파일로 존재하는 광고 영상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송해야하는 방송 콘텐츠를 연속으로 보

여주기 위해 CDN 내부에 광고 제공을 위한 기능을 구현

하였다. 광고 제공은 광고파일 동기화, 스트리밍 전송 과

정을 포함하여 그림 5 과정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2). 
세부 내용은 광고 파일 동기화, 스트리밍 전송 과정으로

진행된다.

2.1 광고 파일 동기화
광고 전송을준비하기 위해 광고 파일을 광고 소재 관리

서버에서 CDN의 미디어 서버로 전송하여 광고 소재를 동

기화 시킨다. 이 과정은 실제 광고 전송 사이에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2.2 스트리밍 전송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초기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

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세션을 생성한다. 광고 스트리밍

을 제공하는 과정은 광고 소재 관리 서버로부터 광고 리스

트를 제공받고, 가상채널을 통해 스트리밍 스케줄러를 생

성하여 여기에 광고 파일과 방송 스트리밍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그 결과 사용자는 미디어 서버로부터 광고 영상

과 방송 영상을 차례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3. 광고 소재 관리 및 통계 기술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대체광고와 프리롤광

고는 파일형태의 동영상 광고 소재를 등록, 관리하기 위한

기술과, 광고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된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 기능이 공통적으로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N-스크린 동영상

2) 본 논문에서 실제로 구현한 스트리밍 기술은 RTMP와 HLS로, 국내에서 이용하는 거의 모든 PC 브라우저와 모바일 단말기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을 재생할 수 있다. RTMP와 HLS를 통해 광고를 제공하는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RTMP를 기준으로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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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체광고(좌) 실험 및 프리롤광고(우) 적용 결과
Fig. 6. Advertisement service and commercial service adoption

광고 관리를 위해 소재 관리와 통계 기능을 포함하였다. 

3.1 광고 소재 관리
광고 소재는 광고 영상을 포함하는 동영상 파일을 말한

다. 광고 소재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고 콘텐츠를

등록하고, 등록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 필

요하다.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제공

되는 단말기에 맞는 규격으로 광고 소재를 트랜스코딩

(transcoding) 하는 기능이다. 트랜스코딩은 광고 원본 영상

을 최종목적지 단말기종류 별로 생성하는 과정이다. N-스
크린 실시간 방송에서 단말기 종류별로 서로 다른 크기의

스트리밍 영상을 보내는 것처럼, 광고 소재도 단말기 종류

에 맞는 영상으로 원본 광고 영상을 트랜스코딩하여 준비

해야 한다. 본 시스템은 단말기종류에맞는 규격을 프로파

일로 관리하여 광고 소재 등록 시에 자동으로 트랜스코딩

이 진행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광고 소재를 관

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2 통계 관리
TV 광고에서 시청률이 광고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과 같이, 광고 통계 기능은 광고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기능

이 된다. 인터넷 광고에서는 광고를얼마나 많은 사용자에

게노출했는지 집계를 하고 그 결과를토대로 광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N-스크린 서비스에서도 인터넷

광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

비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통계 관리 기능은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

집된 데이터를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관리자에게노출하

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실시간 대체 기술을 활

용하는 대체광고와 사용자별 광고 제공을 통한 프리롤 광

고는 통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대

체광고와 프리롤 광고가 다른 방식으로 광고를 송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롤 광고의 경우 사용자의 요청을 직접

받을 수 있어 실제 광고 송출건수를 수집할 수 있는 반면, 
대체광고의 경우 해당 시간에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사용

자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광고 노출 수를 수집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수집된 광고 데이터는 시간별로 지속적으로축적되

어 분석에 활용되며, 분석된 통계 결과는 그래프 형태로 제

공하여 관리자가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Ⅳ. 시스템 실험 및 적용 결과

제안된 N-스크린 동영상 광고 제공 시스템은 대체광고와

프리롤광고 형태로 구현되었고,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시

스템을 통해 실험하였다.
대체광고에서는 방송 송출 스케줄을입력받기 위해 KBS 

사내 시스템과 연동하였다. 대체광고 서버 내에는 대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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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재관리(좌) 및 통계관리(우) 웹 서비스 화면
Fig. 7. Advertisement management web page

성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방송 시간대에는 방송을 그대로

전송하고 광고 시간에는 대체 편성된 광고를 방송 영상 신

호로 인코더에 전송한다. 
사용자별 광고 제공 기술은 프리롤형태로 통합플레이어

K에 적용되어 광고를 송출하는데 활용되었다. 프리롤광고

제공을 위해 스트리밍 서버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광고

파일 스트리밍을 위한 정보와 방송 스트리밍 영상 정보를

연속해서 처리해 보내주어 광고 시청과 방송 시청이 연속

으로 가능했고 광고 시청 후 지연 없이 방송 시청을 할 수

있었다. 
그림 6에서왼쪽그림은 대체광고를 실험한 결과이며, 오

른쪽그림은 프리롤광고가적용된 결과로, 스마트폰상의통

합플레이어K 앱에서 제공된 프리롤 광고 결과를 보여준다. 
광고 소재 관리와 통계 기능(그림 7)은웹서비스 형태로

구현하여 이를 활용하는 관리자들이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

에서는 어디에서나 광고 소재와 광고 통계를 관리할 수 있

도록 투명하게 환경을 구성하였다. 

Ⅴ. 결 론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가 다양화 되고 관련 기술이 지속

적으로 발전하면서 N-스크린 서비스는 이제 대중적인매체

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N-스크린 사

업자들은 광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서 이용되는 N-스크린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 

이에 적합한 형태인 동영상 광고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스크린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데 활용되는 기본 기술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이
를 확장하여 N-스크린 환경에서 동영상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세부 내용을 서술하였다. N-스크린 동영상

광고는 크게 실시간 방송 대체와 사용자별 광고 제공 기술

로 구현되었으며, 광고 관리를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소

재 관리와 통계 기술을 포함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N-스
크린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통해 실험하였고, 프리롤 광고

의 경우 실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N-스크린 방송을 시청하는 상용 서비스인 통합플레이어-K 
에서 적용되어 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는 N-스크린 실시간 방송 서비스에서 여러 단말

기에 동영상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제안한

것으로, 현재 적용된 광고 방식은 요청한 사용자에게 준비

된 광고를 정해진 기준대로 차례로 보내는 과정으로 진행

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현한 기본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

를 확장하면 다양한 광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N-스크린 방송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에 적합한강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는 사용

자 분석 등의 연구와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를 위한 연구로

확장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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