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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 제

정한 표준 중에서 ISO/IEC 13818-1이라는 공식 표

준번호를 갖고 있는 MPEG-2 시스템 표준[1]은 초

기 디지털방송 방식에서부터 HDTV, DMB 등에 이

르기까지 압축된 비디오, 오디오, 부가 데이터를 다

중화하고 비디오와 오디오의 동기화를 달성하며 송

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필요한 제어 정보를 전달하

는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MPEG-2 시스템

표준에 맞게 구성된 비트스트림을 트랜스포트 스트

림(Transport Stream, TS)이라 부르는 관계로, 많

은 이들이 이 표준을 MPEG-2 TS 표준이라 부르

기도 한다.

MPEG-2 TS 표준이 제정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으로서, 인터넷이 아직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일반

화되기 전이었다. 당시에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비동기 전송 모드)의 의한 차세대

네트워크가 인터넷을 대체하여 새로운 글로벌 네트

워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에서 연구개발 역량

을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IP 기반의 네트워크에 비

해, ATM 기반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

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러니하게도 이러한 최적화된 기능의 장점을 무색하

게 만들 정도로 고속 전송이 가능한 패스트 이더넷

이 출현하면서, IP 기반의 인터넷이 ATM 기반의

네트워크보다 더욱 널리 사용되게 되었고 현재는

그야말로 인터넷은 유일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었

다. 이에 따라 모든 통신망은 IP가 대세인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급속한 통신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20여 년 전 MPEG-2 TS 표준이

제정되던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너무도 달라

졌다. 글로벌 인터넷과 무선 휴대통신망이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유무선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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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통신,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활성화된 것이 오

늘의 상황이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를 맞

아 방송에서 사용하는 TS 패킷과 통신에서 사용하

는 IP 패킷은 그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MPEG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전달 표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침내 이러한 이슈들을 집중

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1차 내부 워크숍이 2009년 7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89차 MPEG 회의 기간 중에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6개월 후 2010년 1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91차 MPEG 회의에서 같은

이슈에 대한 2차 내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러

한 워크숍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MPEG-2 TS 표

준이 현재의 환경을 고려할 때 어떤 점에서 부족한

지에 대한 것과 MPEG-2 TS 표준 제정 이후 달성

된 관련 기술개발 결과를 리뷰한 후, 새로운 멀티미

디어 전달표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었다.

두 차례 워크숍의 결론은 MPEG-2 TS 표준을 대

체하여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이들의 융합 환경에

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전달 표

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MPEG에서

는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MMT 표준화에 착수하

게 되었으며, 만 5년이 경과한 2014년 6월에 ISO/

IEC 23008-1[2]이라는 공식 표준번호를 갖는

MMT 표준의 첫 파트(Part)가 발간되기에 이르렀

다. 실제 MMT 표준은 여러 파트로 구성되며 주된

표준에 해당하는 파트 1(Part 1)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3]~[5]들은 그 표준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본 문서에서는 MMT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

에 따라 실현된 표준의 실제 내용을 통해 왜 MMT

표준이 방송통신 융합 멀티미디어 전송에 적합한

차세대 멀티미디어 전달 표준인지를 살펴 본 후, 이

러한 특징들을 활용하여 시행 가능한 서비스들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MMT 표준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이미 기 출간된 문서들

[6]~[11]에 나와 있으므로 본 문서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멀티미디어 전달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다.

II. MMT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

MMT 표준의 현재 모습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기 MPEG 내부 워크숍을 통해 정리되

었던 MPEG-2 시스템의 한계와 새로운 멀티미디

어 전달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한다. 지면이 제한된 관계로,

그 요구사항들 중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것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PEG-2 TS 표준 제정 당시에는 인터넷이 느

리고 지금과 같이 멀티미디어 전달을 위해 널

리 사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멀티미디

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콘텐츠 구성요소들을

공급 받아 종합적인 하나의 콘텐츠로서 소비자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었다. 현재는 매쉬

업(mash-up) 서비스와 같이 그러한 서비스가

일상화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멀

티미디어 전달 시스템은 이러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고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멀티미디어 전달 표준을 통해 전

달되는 콘텐츠 혹은 이를 구성하는 세부 콘텐

츠들을 글로벌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즉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식별자

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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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고려하여, HTML 페이지와 유사한 다중

영역을 지원하고, 스마트 리모콘이나 2차 디스

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 스크린 기능

을 제공하며, 위젯을 지원하는 기능 등이 필요

하다. 또 이종(heterogeneous) 망으로부터 콘

텐츠 구성요소들을 전달 받아 하나의 미디어로

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미디어 구성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 망의 주소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MPEG-2 TS 표준 제정 당시에는 고전적인 방

송 시스템을 통해서만 멀티미디어를 전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방송망, 유무선 인터넷, 휴대

통신망 등의 다양한 망을 통해서 멀티미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이러한 이종망 환

경에서 다양한 망을 동시에 이용하여 멀티미디

어 전체 또는 그 구성요소를 쉽게 전달할 수 있

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

다. MPEG-2 TS 표준을 사용하더라도 이종망

전달을 달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하

지 않은 기술적 스펙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멀

티미디어 전달 표준은 이종망 전달이 매우 쉽

게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 요구사항은 MPEG

에서 별도로 제정한 MPEG-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표준

[12],[13]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MPEG-

DASH 표준의 내용은 초기에 MMT에 들어 있

다가 산업적인 수요가 급박하다는 주장에 따라

별도의 표준으로 분리하여 제정된 표준이다.

MPEG-DASH 표준화 이전에 이미 애플, 마이

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에서 적응 스트리밍

솔루션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표준화가 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

다. 과거에는 RTP[14]에 의한 멀티미디어 스트

리밍이 주로 시행되었지만, 파이어월에 의해

쉽게 차단된다든지 사용자가 증가함에 비례하

여 서버를 증설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HTTP를 사용하는 적응 스트리밍 기술이 등장

하게 되었다. HTTP를 사용하는 한, 파이어월

에 의해 차단될 염려가 없다. HTTP 포트를 차

단하면 모든 웹서비스가 차단되므로, 어떤 기

관이든 이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단 애

플리케이션 별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파

이어월의 경우에는 적응 스트리밍 서비스만 구

별해 내어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파이

어월은 현재 널리 퍼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또 현재의 인터넷은 빠른 웹서비스를 위

해 매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HTTP를 사용

하는 한 인터넷 내부 캐시(cache)에 의해 빠른

지원을 받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웹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투자를 계속하는 한, 적응 스

트리밍의 사용자가 증가하더라도 이에 비례하

여 서버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 현재 인터넷 멀

티미디어 스트리밍은 적응 스트리밍이 대세라

할 수 있다. MPEG-DASH 표준은 HTTP를 사

용하여 멀티미디어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필요

한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라

고 불리는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와 멀티미

디어 세그먼트(segment)에 대해 규정한 표준

이다. MMT 표준은 이러한 MPEG-DASH 표

준에 의한 적응 스트리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여야 한다.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IP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방송/통신망에서

IP 패킷 전달이 가능한 시대이다. 따라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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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멀티미디어 전달 시스템은 ‘IP 친화적’이 되

어야만 효율적으로 멀티미디어를 전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를 전

달한다고 할 때, 현재의 인터넷은 내부적으로

많은 캐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캐시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다시 전송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려면 전송 포맷과 저장용 포

맷 간의 변환이 아주 쉬워야 한다. ‘IP 친화적’

이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방송망과 통신망이 IP 패킷 전달 기능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멀티미디어 데이터

라 하더라도 IP 패킷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필요에 따라 패킷 형식의 변환 없이 어떤 망을

통해서라도 전달할 수 있다.

MMT는 상기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MMT 표준화 과정에서 다음의 내

용들이 추가되었다.

•MPEG-2 TS 표준에서는 프로그램 채널(예를

들어, KBS1, KBS2, MBC, SBS, EBS 등에 해

당하는 데이터 통로)까지만 구분하고, 각 프로

그램 채널 내의 프로그램들(예를 들어, 저녁 뉴

스, 드라마A, 시사토론B 등)을 구분하는 기능

이 없다. 방송방식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 HDTV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ATSC 표준

에서는 시스템 정보 전달과 전자 프로그램 안

내를 위해 PSIP(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

는데, 여기서는 각 프로그램을 이벤트(event)

라는 용어로 부르고 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MMT 표준에서는 이러한 이벤트에 해당

하는 콘텐츠 또는 어떤 프로그램 채널로 전달

되는 일부 시구간 동안의 콘텐츠를 패키지

(Package)라고 부른다. 실제 MMT 표준은 하

나의 패키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만

담고 있다. 따라서 MPEG-2 TS 표준에서는

비트스트림 수준에서 각 이벤트를 정확히 분리

하여 수신기가 이해할 수 없지만, MMT 표준

에서는 비트스트림 수준에서 각 이벤트 또는

필요에 따라 이벤트 조각을 정확히 분리하여

수신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8K UHDTV와 같이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한 화면 상에 여러 가지 비디오

와 데이터를 함께 표출하더라도 가독성이 훼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화

면에 표출하려면, 송신 측에서 시공간적으로

어떤 요소를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최소한 공간적 배치를 위해서는

HTML5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ML5 표준은 아직 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았

지만 미래의 웹 표준으로서 널리 활용될 것이

분명한 만큼 HTML5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수신기 내에 반드시 내장될 것이다. 따라서 상

기 공간적 배치를 위해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HTML5를 사용하는 것이 콘텐츠 제작,

수신기 구현, 장비 가격 등의 측면에서 절대적

으로 유리하다. 단, HTML5는 웹페이지의 동

적 행태를 지정하지 못하므로, 화면 배치의 변

화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병행하

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XML 기반의

MPEG CI(Composition Information) 표준을

별도의 파트(Part 11)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종 망을 통해 미디어 구성요소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방송망이든 통신망이든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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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망을 통해 미디어 구성요소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

비스를 쉽게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제공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II. MMT 표준 기술 요약

MMT 표준은 MMTP(MMT Protocol)를 규정한

다. MMTP는 기존 RTP나 HTTP와 같이 응용 계층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MMTP는 N:1 방송과 1:1 인

터넷 스트리밍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둘을

모두 사용하는 응용 분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MMTP는 푸시(push) 기반 서비스들만 지원하지만,

이를 풀(pull) 기반인 MPEG-DASH를 함께 사용하

면, 필요에 따라 푸시 및 풀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멀티미디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림 1>은 MMTP의 기능 영역과 계층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MMTP가 전달하고자

하는 원래 소스(source) 정보는 압축된 미디어 구성

요소들, 이러한 미디어 구성요소들의 자체적인 전

달 특성(Transport Characteristics, TC),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시공간적으로

펼쳐서 사용자에게 재현해 보일지에 관한 프레젠테

이션 정보(Presentation Information, PI)이다. 상

기 미디어 구성요소에는 MPEG-2 TS에서 정의한

기초 스트림(elementary stream) 뿐만 아니라

MPEG-2 TS 스트림 자체도 하나의 미디어 구성요

<그림 1> MMT의 기능 영역 및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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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서 취급될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는 누락되

어 있지만 일반적인 파일(generic file)도 전달 대

상이 될 수 있다. MPEG-DASH 미디어 세그먼트

파일도 일반적인 파일로서 전달할 수 있으며, 일련

의 이러한 파일들을 통해 MPEG-DASH 표현

(representation) 즉 특정 전송률을 갖는 비디오 또

는 오디오를 포함한 비디오를 푸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MMT 포장(Encapsulation) 영역에서는 압축된

미디어 구성요소별로 MFU(하나 이상의 슬라이스

또는 접근 단위(AU))들을 만들고, 여러 MFU들을

모아서 하나의 MPU를 만들고, 여러 MPU들을 모

아서 MMT 애셋(asset)을 만들며, 여러 애셋들을

모아서 MMT 패키지(Package)를 만든다. MPU 형

식은 ISO 기본 파일 형식(ISO Base Media File

Format, ISOBMFF)[15]을 따르며, MPU 박스를 추

가로 정의하여 그 안에 애셋 식별자와 해당 MPU의

애셋 내 시퀀스 넘버를 넣도록 하였다. MMT에서

애셋 식별자는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것으로 정의

하고 있으므로, MPU도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하게

식별될 수 있다.

한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그에 속한 애

셋들을 시공간적으로 펼쳐서 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PI는 MMT 시그널링(Signaling) 영역 중 미

디어 소비를 위한 MMT 시그널링 메시지로서 수신

측에 전달된다. 만약 파일 전달 기능을 통해

MPEG-DASH 표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

MPEG-DASH 표현은 하나의 애셋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MPD는 상기 언급한 MMT 시스널링 메

시지를 통해 전달된다.

MMT 전달(Delivery) 영역에서는 일련의 MPU로

구성된 애셋은 MPU 단위로, 일련의 파일로 구성된

애셋은 파일 단위로, 시그널링 메시지는 각 메시지

단위로 분리한 다음, 그 크기에 따라 필요시 병합

(aggregation) 또는 분할(fragmentation)을 시행하

여 각 데이터 단위(data unit) 별로 MMTP 유료부

하 헤더(payload header)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MMTP 헤더를 부착하여 하위 망 계층에서 지원하

는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크기 이

내의 MMTP 패킷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MMTP 패킷은 UDP/IP를 거쳐 하나의 IP 패킷 흐

름(flow)으로서 수신 측으로 전달된다. 하나의 IP

패킷 흐름 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 MMTP 패킷들이 섞여 있는데, 이들을 구분

하는 것은 MMTP 헤더 내에 있는 패킷 식별자

(packet_id 또는 PID라 불림)이다. PID의 역할은

MPEG-2 TS의 그것과 흡사하다. PID가 동일한

MMTP 패킷들을 분리한 결과로서 같은 PID를 갖

는 MMTP 패킷 흐름을 얻을 수 있다. MMTP에서

는 MMTP 패킷 흐름별 시퀀스 넘버(sequence

number)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IP 패킷 흐름 전

체에 대한 시퀀스 넘버도 제공하는데, 이는

MPEG-2 TS와 다른 점이다. 또 미디어 유형이나

부호화 방식별로 별도의 유료부하 형식을 규정해야

하는 RTP와는 달리 MMTP의 경우, 유료부하 헤더

내에 미디어 유형과 부호화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필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미디어와 부

호화 유형을 하나의 유료부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고, 미래에 등장할 미디어와 부호화 유형에 대해

서도 해당 필드의 값만 추가함으로써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1>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MMT는 NTP

(Network Time Protocol)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MPEG-2 TS와는 달리 월클록(wall-

clock)을 AV 동기화 클록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MPU의 복호 또는 재현 시간은 모두 PI에 의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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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록으로 지정되며, MPU 내의 AU 시간은 모두

MPU의 첫 머리 시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결정된

다. 따라서 MMT 표준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방

송 서비스의 경우 송신 측에서는 NTP에 의한 월클

록을 별도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를 비트스트림 내

에 주기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인터넷 통신 서비

스의 경우 단말은 NTP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월클록을 주기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림 2>는 MMTP가 제공하는 전달 모드(mode)

를 MMT 수신 측 관점에서 보여 준다. MMTP에는

MPU 모드, GFD(Generic File Delivery) 모드, 그

리고 시그널링 메시지 모드의 세 가지 모드가 있다.

MPU 모드를 통해서는 MPU로 포장된 오디오, 비

디오, MPEG-2 TS 스트림, 파일(위젯 포함) 등이

전달될 수 있고, GFD 모드를 통해서는 MPEG-

DASH 표현, 파일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시그널

링 모드를 통해서는 각종 시그널링 메시지들이 전

달될 수 있다. 현재 MMTP에는 MPEG-2 DSM-

CC에서 정의한 데이터 카루젤(carousel) 기능은 규

정되어 있지 않지만, GFD 모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루젤 기능을 향후 추가할 수 있다.

MMT 시그널링 메시지는 여러 가지 시그널링 표

(table)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중 MPT(MMT

Package Table)는 MPEG-2 TS의 PMT(Program

Map Table)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MMT에서

는 한 패키지에 대한 점진적 전송이 가능하도록 계

층화된 시그널링을 지원하고 있지만 설명의 편의상

단일 계층 시그널링에 국한하여 설명하도록 하겠

<그림 2> MMTP가 제공하는 전달 모드의 수신 측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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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PT 내에는 한 패키지에 속하는 애셋들에 대

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각 애셋에 대해

애셋 식별자, 애셋의 실제 데이터 위치, 여러 가지

서술자(descriptor) 등을 포함한다. 애셋 식별자는

PI에서 애셋을 지정할 때 사용되며, 애셋의 실제 데

이터 위치는 애셋 자원(resource)을 획득하기 위한

위치를 지정한다. 여러 가지 서술자가 들어가는 부

분에는 MPEG-2 TS의 PMT에서와 마찬가지로 향

후 기능 확장을 위해 서술자 태그(tag)로 구분되는

여러 가지 서술자를 순서에 관계없이 넣어도 되도

록 설계되어 있다. 이 중 방송통신 융합 멀티미디어

전달을 위해 중요한 부분은 애셋의 데이터 위치를

여러 가지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애셋의 데이

터 위치로서 같은 IP 패킷 흐름 내의 MMTP 흐름을

PID(MPEG-2 TS는 이 기능만 제공)로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MPEG-2 TS 기반의 방송

채널 내의 기초 스트림을 지정할 수 있고, 인터넷

상의 IP 주소(IP 버전 4 및 버전 6 주소 모두 지원)

나 URL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한 패키지를 구

성하는 각 애셋들이 서로 다른 방송 채널과 유무선

인터넷, 그리고 단말의 여러 가지 저장 매체를 통해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애셋들 중에는 방송 채널의

MPU 모드로 전달되는 MPEG-2 TS 스트림, GFD

모드로 푸시되는 ISOBMFF 기반 또는 MPEG-2

TS 기반 MPEG-DASH 표현, 인터넷을 통해

MMTP로 전달되는 MPU 기반의 푸시 미디어, 그

리고 인터넷을 통해 ISOBMFF 기반 또는 MPEG-

2 TS 기반 MPEG-DASH 서비스로 획득될 수 있

는 풀 미디어, 저장 매체에 있는 풀 미디어 등이 모

두 포함될 수 있다.

IV. MMT 기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3>은 MPEG의 MMT 표준화 과정에서 제

시된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보여 준다. <그림 3>의

(a)에는 주(main) 비디오를 MMTP를 사용하는 방

송채널을 통해 전달받고, 2차 오디오를 MMTP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아 동기화하여 재현하

는 시나리오이다. (b)는 저장 매체로부터 주 비디오

를 읽어오고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를 획득하여 재

현하는 시나리오이다. (c)는 계층부호화를 사용하

여 기본 계층의 비디오는 방송채널로 보내고, 향상<그림 3> MMT를 이용한 방송통신 융합 멀티미디어 전달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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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비디오는 인터넷으로 보냄으로써 기존 수신기

와 새로운 고해상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신기에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이다. 마지막 시

나리오는 지상파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함직하

다. 기존 지상파 HDTV에 향상 계층 비디오를 인터

넷을 통해 수신하게 함으로써 4K 또는 8K UHDTV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기존 지상

파 HDTV 채널을 통해 MMT의 시그널링 정보만을

송신하여 기존 지상파 HDTV의 비디오를 기본 계

층 비디오 애셋으로 지정하고, 인터넷으로부터

MMTP를 통해 획득되는 비디오를 향상 계층 비디

오 애셋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도하는 서비스를 달성

할 수 있다. 기존 지상파 HDTV 채널로 MMT 기반

UHD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주 작은 비트율

을 점유하는 MMTP 시그널링 정보만 전송하면 된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귀한 지상파 자

원을 조금만 추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광대역 인

터넷을 통해 전달받는 구조이다.

<그림 3>의 모든 시나리오는 MMT만을 사용한

것이지만 MMT와 MPEG-DASH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의 지터(jitter)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MPEG-DASH에 의한 초기 지연이 방송 채널의 초

기 지연보다 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송 채널의 푸시 서비스와 MPEG-DASH에 의한

풀 서비스에 의해 획득된 미디어를 시점이 맞게

(seamless) 연접해야 하는 서비스에는 이러한 형태

의 융합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꼭 시점이

맞게 연결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 아주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시나리오로서

<그림 4> MMT와 MPEG-DASH를 이용한 이어보기 시나리오의 흐름

02_1본본:02본본  15. 1. 29.  본본 12:12  Page 51



52 방송과 미디어 제20권 1호

52 특집 : 방송통신 융합 기술

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방송 채널로 실황 중계하는 중에 야구 경기와 같

이 종료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정규

스케줄로 인해 실황 중계를 종료해야 할 때가 많다.

이 때 방송사는 해당 실황 중계를 단순히 종료하지

않고, 해당 실황 중계를 이어볼 수 있는 MPEG-

DASH 서비스를 개시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존재함

을 화면 하단의 문자로 시청자에게 고지한다. 이어

보기를 원하는 시청자는 해당 MPEG-DASH 서비

스를 간단한 조작을 통해 선택하여 야구 실황을 계

속 시청할 수 있다. <그림 4>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흐름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전 과정은 MMT를 사용

하는 방송에서 매우 쉽게 실현할 수 있으며, 특히

이어보기용 MPEG-DASH 서비스는 방송 채널의

실황 중계를 시청하거나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동

안 해당 방송 채널로 접속하는 시청자에 한하여 제

공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가 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

다. 이는 MPEG-DASH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URL을 방송 채널의 시그널링 정보로만 알려주고,

일반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달성할 수 있

다.

올림픽 중계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개의 경기가 동

시에 진행되는 경우, 주 화면에 실황 중계되는 경기

이외에 동시에 진행되는 경기를 MMT GFD 모드를

통해 저해상도 MPEG-DASH 표현으로 함께 전송

하여 주 화면 내의 작은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 때 작은 화면 내의 경기를 고해상도로 주 화면으

로 전환하여 보기를 원하는 시청자를 위해 해당 경

기에 대한 인터넷 MPEG-DASH 서비스가 있음을

화면 하단에 고지한다. 원하는 시청자는 간단한 조

<그림 5> MMT와 MPEG-DASH에 의한 동시 실황 중계 선택하여 보기 시나리오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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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통해 작은 보조 화면의 경기를 주 화면에서 고

해상도로 즐길 수 있다. <그림 5>는 이러한 시나리

오의 흐름을 보여 준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모든 과

정은 방송사의 제어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 즉 해당 방송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만

이 보조 화면의 경기 실황을 MPEG-DASH로 전환

하여 볼 수 있도록 그 서버의 URL을 방송 채널의

MMT 시그널링 정보 내에 전달하면 된다. 또 작은

보조 화면용 MPEG-DASH 표현은 별도로 제작할

필요 없이 MPEG-DASH 서비스로 제공할 여러 가

지 표현 중에서 작은 해상도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

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MMT가 ‘IP 친화적’이기 때문에 쉽게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 ARIB는 차세대방송의 전달 표준으로서 이미

MMT를 확정하였다[16]. NHK는 2020년 8K 수퍼

하이비전(UHDTV에 대한 일본 명칭) 서비스를 위

성방송을 통해 MMT로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

고 있는데, 이 때 위성방송으로 송출되는 동일한 IP

패킷 흐름을 케이블 방송의 IP 채널을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케이블의 6

MHz 채널 하나로는 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묶어서 전달하려고 준비 중이다.

MMT가 IP 친화적이기 때문에 포맷 변환 없이 위성

방송의 내용을 케이블방송으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V. 결 론

본 문서에서는 MMT 표준이 갖고 있는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제공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

였다. 광대역 인터넷의 속도는 향후 기가비트 전송

률 시대를 지나 지금의 10배에서 100배까지 빨라질

전망이고, 무선 인터넷의 속도로 점증하고 있다. 따

라서 제한된 전송률을 갖는 방송 서비스는 유무선

인터넷과의 융합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함으

로써, UHDTV를 필두로 한 고전송률 방송 서비스

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실현하는 데에는 MMT 표준이 현존하

는 최적의 멀티미디어 전달 표준이라 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는 가능한 한 압축적으로 MMT 표준이

어떻게 하여 효율적으로 방송통신 융합 멀티미디어

전달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본은 차세대방송의 전달 표준으로 이미 MMT 표

준을 채택하였고, 미국은 ATSC 3.0 중 전달 표준

의 유력한 후보로서 MMT를 고려 중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MMT 표준을 채택한 방송통신 융합 서

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더 활성화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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