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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콘텐츠 전송 스케줄러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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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용량의 8K UHD(Ultra High Definition) 콘텐츠를 지상파 방송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 지상파 방송 시스템으로는 제한된 대역
폭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UHD 콘텐츠 전송 기술이 연구되었고, 그 중 하나로 지상파 방송망과 통
신망을 이용한 8K UHD 방송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해당 기술은 8K UHD 콘텐츠를 영역 분할한 후 계층 분리를 통해 이종망으로
전송하여 지상파 방송망의 제한된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FHD(Full High Definition)에 해당하는 기
본 계층과 4K UHD를 위한 부가 향상 계층 데이터를 전송하고, 통신망으로 8K UHD를 위한 부가 향상 계층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러한 방식으로 8K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지상파로는 최대 4K UHD 방송을 수신 할 수 있고 통신망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8K UHD 
까지 수신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의 할당된 비트율 내에서 4K UHD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압축율을 높
여 전송하는 상황도 존재하여 일정 수준의 화질열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UHD 콘텐츠의 특성상, 화질은어떤 요소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제한된 비트율 내에서도 화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시스템 내의 콘
텐츠 생성기의 패킷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콘텐츠 생성기는 방송망과 통신망을 이용한 8K UHD 방송 시스템내에서 인코딩된 미디어
데이터들을 패킷화하고 다중화기로 송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중화기는 콘텐츠 생성기로부터 전달받은 패킷 순서대로 송출하기 때
문에 콘텐츠 생성기에서 다중화기로 전송하는 과정의 전송 시간과 전송률을 일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정 수준의 UHD 콘텐츠의 화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생성기와 다중화기 간의 데이터 전송량 가변 전송 스케줄러
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UHD 방송 콘텐츠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화질을 보장하면서도 UHD 서비스의 끊김이나 지연을 최소
화하여 사용자의 QoS(Quality of Service)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to provide 8K UHD content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with a large capacity,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limited bandwidth and so on. To solve these problems, UHD contents transmission technology has been 
actively studied, and an 8K UHD broadcasting system using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 and communication network has been 
proposed. The proposed technique is to solve the limited bandwidth problem of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 by segmenting 8K 
UHD contents and  transmitting them to heterogeneous networks through hierarchical separation. Through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 the base layer corresponding to FHD and the additional enhancement layer data for 4K UHD are 
transmitted, and the additional enhancement layer data corresponding to 8K UHD is transmitted through the communication 
network. When 8K UHD contents are provided in such a way, user can receive up to 4K UHD broadcasting by terrestrial 
channels, and also can receive up to 8K UHD additional communication networks. However, in order to transmit the 4K UHD 
contents within the allocated bit rate of the domestic terrestrial UHD broadcasting, the compression rate is increased, so a certain 
level of image deterioration occurs inevitably. Due to the nature of UHD contents, video quality should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over other factors, so that video quality should be guaranteed even within a limited bit rate. This requires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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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ing of content generators in the broadcasting system. Since the multiplexer sends out the packets received from the content 
generator in order,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transmission time and the transmission rate of the process from the content 
generator to the multiplexer constant and accurate. Therefore, we propose a variable transmission scheduler between the content 
generator and the multiplexer to guarantee the image quality of a certain level of UHD contents in this paper. 

Keyword : MMT, SHVC, UHD, UHD Broadcasting, Transport Scheduler

Ⅰ. 서 론

세계 각국 방송사들과 국제 표준단체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 시스템을 통해 UHD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NHK(Nihon 
Hoso Kyokai)와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을
주축으로 UHD 콘텐츠를 SHVC (Scalable High-efficiency 
Video Codec)와 같은 스케일러블 코덱을 사용해 계층적으

로 인코딩한 후, MMT(MPEG Media Transport)와 같은 차

세대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방송망과 통신망을 동시에 사

용하여 전송하는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1][2]. NHK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8K UHD를 위성방송으로 제공하고

2020년에는 8K UHD 지상파 방송 보급을 추진 중에 있다
[2]. 8K UHD 콘텐츠의 경우, 일본에서 시험 방송 시 위성

방송으로 약 80~90Mbps의 비트율로 전송되었다[3]. 이와

같이 방대한 용량의 8K UHD 콘텐츠를 지상파 방송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 시점의 지상파 방송 시스템으로는 해결

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방송사 및 연

구소를 중심으로 UHD 콘텐츠 전송 기술이 활발히 연구

되었고, 그 중 하나로 지상파 방송망과 통신망을 이용한

8K UHD 방송 시스템이 제안되었다[4]. 제안된 기술은 8K 
UHD 콘텐츠를 영역 분할한 후 계층 분리를 통해 지상파

방송망 및 통신망의 이기종망으로 각각 전송하여 지상파

방송망의 제한된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8K 
UHD 콘텐츠를 4개 UHD 콘텐츠로 분할하여 4K UHD 디
스플레이 4개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8K UHD에

서 분할된 4개의 4K UHD 영상은 SHVC로 인코딩을 통해

기본 계층과 2개의 향상 계층으로 나눈다. 다음으로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FHD에 해당하는 기본 계층과 4K UHD를

위한 부가 향상 계층 데이터를 전송하고, 통신망으로는 8K 
UHD에 해당하는 부가 향상 계층 데이터를 전송한다[4]. 이
와 같은 방식으로 8K UHD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지상파

로는 최대 4K UHD 방송을 수신 할 수 있으며 통신망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8K UHD 까지 수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지상파 UHD 방송 시스템인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3.0을 통해서는

최대 25Mbps의 비트율로 방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지만, 
4K UHD와 모바일 HD 방송을 동시에 전송할 계획을 갖고

있어 실제 4K UHD 방송에 할당된 비트율은 15~18Mbps 
정도로 볼 수 있다[5][6]. 할당된 비트율내에서 4K UHD 콘텐

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압축율을 높여 전송해야하는 상황

이 존재하여 일정 수준의 화질열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UHD 콘텐츠의 특성상, 화질은 어떤 요소보다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비트율 내에서

도 화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망과 통신망을 이용한 8K UHD 방송

시스템 내에서 콘텐츠 생성기의 패킷 스케줄링 기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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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콘텐츠 생성기는 인코딩된 미디어 데이터들이 계

층적으로 분리되어 전송되어도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패킷

화하고, 이를 다중화기로 송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중

화기는 콘텐츠 생성기로부터 전달받은 패킷 순서대로 송출

하기 때문에 전송 시간과 전송률을 일정하고 정확하게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중화기로 전송 시에 최대

18Mbps에 맞추어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다중화기에서 수신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비트율

문제로 인해 서비스 지연이나,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면 통

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8K 부가 향상 계층 데이터와의 콘텐

츠 결합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실감 방송을 시청하

기 원하는 UHD 서비스 사용자의 QoS(Quality of Service)
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정 수준의 UHD 콘텐츠의 화질

을 보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생성기와 다중화기 간의 데이

터 전송량 가변 전송 스케줄러를 제안한다. UHD 방송을

시청하는 사용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콘텐츠의 화질을

최우선시 해야 하므로, 본 논문은 기존의 전송량 고정 방식

과 달리 전송량을 다소 변화시키더라도 제한된 비트율 내

에서도 화질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버

라이어티 쇼나 스포츠 방송 콘텐츠와 같이 움직임이 많고

밝기와 색상이 정밀한 콘텐츠의 경우 순간적으로 데이터양

이 증가하는데, 전송 용량의 한계에 따라 서비스의 지연이

나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종류

의 콘텐츠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전송 속도를 조절하고

관리한다. 이를 통해 UHD 방송 콘텐츠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화질을 보장하면서도 UHD 서비스의 끊김이

나 지연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의 QoS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1. SHVC (Scalable High-efficiency Video Coding) 

ITU-T와 ISO/IEC가 영상 부호화 연구 협력을 위해 만든

JCT-VC(Joint Collaborate Team on Video Coding)는 차세

대 영상 부호화 표준인 HEVC의 스케일러빌리티 지원을

위해 SHVC를 표준화 하였다[7]. 스케일러블 기능이 지원되

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환경에 맞추어 다수 개의 원본 영상

을별도 부호화 하거나 기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을 변환 부호

화 하여야 하므로 많은 연산량 및저장 용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스케일러블 기능을 적용할 경우, 하나의 비트스트림

에 다양한 해상도/프레임율/화질 등을 지원하도록 계층 부호

화함으로써, 소비자 단말기에서 비트스트림의 일부만 계층

식별자를 분석한 후 추출하여 제공 가능 환경에 맞는 영상을

그림 1. 스케일러블 기능이 지원되는 SHVC 기법
Fig. 1. SHVC with Scalabl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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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 하도록 한다. 스케일러블 부호화 방식은 부․복호화

복잡도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나, 한 번의 부호화를 통하여

다양한 소비 환경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8].
그림 1은 SHVC 부호화 기법을 적용한예시를 보여준다. 

SHVC 코덱을 이용하여 UHD 원본 비디오를 압축할 경우, 
비디오 데이터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하나는

HD(High Definition) 비디오로, 하나는 FHD(Full High 
Definition)를 위한 부가 데이터로, 다른 하나는 UHD를 위

한 부가데이터로 분할한 것을 보여준다. HD 비디오를 의

미하는 Layer0만 수신해도 재생이 가능하지만, Layer1, 
Layer2와 같은 부가 데이터는 단독으로는 재생이 불가하

다. Layer1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Layer0을, Layer2를 재생

하기 위해서는 Layer0과 Layer1가 모두 수신되어야 한다. 
계층적 콘텐츠형식은 각 계층이 하위 종속적인 구조로 구

성되기 때문이다. 

2. MMT (MPEG Media Transport)

방송과 모바일 서비스가 융합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다른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멀티미디어 표준 단체인 MPEG에서는 UHD를 포함

한 스마트 미디어 전송을 위해 MMT 표준화작업을 진행하

였다[9]. 혼재된네트워크환경에서도 미디어의 전달이 원활

하게 되도록 제안된 MMT는 IP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네트워크에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네트워크로

보낸 콘텐츠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9][10].

그림 2는 MMT 내 구조와 기능영역을 간단하게 보여준

다. 인캡슐레이션 기능 영역에서 MPU(Media Processing 
Unit)는독립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파일로, 디코딩에 필요한

초기화 정보 및메타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다. MPU는 미

디어의 최소 재생단위인 MFU(Media Fragment Unit)들이

모여서 구성된다. 이러한 MPU의 합이 하나의 에셋(Asset), 
즉 미디어가 되고, 하나의 콘텐츠 내에서 소비될 에셋들은

MMT 패키지 내에 포함된다. MMT 패키지는 한 개 이상의

에셋과 각각의 관계 정보, 프리젠테이션 정보를 담고 있다. 
전달 기능 영역은 MMT 프로토콜형식에 맞추어 MMT 패
킷을 생성한 후 전송된다.  MMT 프로토콜에서는총 3가지

의 전달 모드를 제공하는데, GFD(Generic File Delivery), 
스트리밍을 위한 MPU, 시그널링메시지 모드가 이에 해당

한다. 본 논문에서는 UHD 콘텐츠 전송을 위해 실시간성을

고려하여 MPU 모드를 적용한다. MPU의 블록크기는 단독

디코딩이 되도록 본 논문에서는 1초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시그널링 기능 영역은 미디어의 송수신 관련

정보로, 방송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서비스 획득을 위해

필요 정보를 미리 수신기에 전달하여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10]. 

3. 이기종망을 통한 MMT 기반 8K UHD 방송 시스템

UHD 콘텐츠를 지상파 방송으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망

과 통신망을 이용하여 UHD 방송을 제공하는 방법이 활발

히 연구되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이기종망을 통해

그림 2. MMT 구조와 기능 영역
Fig. 2. MMT structure and function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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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를 이용하여 8K UHD 방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

반으로 한다. 
해당 시스템은 8K UHD 콘텐츠를 지상파 방송으로 제

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환경

및 단말기 상황에 따라 FHD, 4K UHD, 8K UHD 까지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상파 방송이 목적하는 보편화와

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본 논문에서는 실시

간 라이브 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

다. 
그림 3은 이기종망을 통한 MMT 기반 8K UHD 방송 시

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먼저콘텐츠 공급자는 8K 콘텐츠

를 획득하고 비디오와 오디오로 분리시킨다. 8K UHD 비
디오의 경우 4개의 영역으로 분할되며, 각각은독립적인 미

디어로 처리된다. 분할된 4개의 4K UHD 비디오는 SHVC
로 인코딩되어 3개의 계층구조를 생성한다. 원래의 8K 
UHD 비디오는 12개의 미디어 데이터, 에셋으로 구성된다. 
MMT 신호와 MMTP 제너레이터는 각 기본계층 및 향상계

층 1과 AAC(Advanced Audio Coding)로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가 포함된 스트림을 수신하고 각 스트림을 MPU로

인캡슐레이션 처리한다. 그리고 서비스와 각 미디어 정보

를 포함하는 시그널링메시지를 생성하고 2개의 MMTP 스
트림을 생성한다. 1개는메인 스트림으로 기본계층 비디오

와오디오, 시그널링 패킷을 전송하며, 다른하나에는 향상

계층 1에 해당하는 비디오데이터를 패킷화하여 전송한다. 

신호 발생기는 ATSC 3.0, DVB-T2(Digital Video Broad- 
casting – Second Generation Terrestrial) 등과 같은 방송

표준에 따라 수신된 MMTP 스트림으로 RF 신호를 생성한

다. HTTP 서비스 생성기는 향상계층 2에 해당하는 비디오

데이터와 관련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향상계층 2
의 스트림을 HTTP 스트리밍서버에저장한다. HTTP 스트

리밍서버는 방송망을 통해 사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향상

계층 2를 제공한다. 제안된 8K 기술 중 현재 가장 적용이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

였으나, 콘텐츠의 용량과 대역폭으로 인한 전송량의 문제

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본 논문에서 전송량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4]. 

4. 흐름 및 혼잡 제어 스케줄링 기법

UHD와 같은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서비스 지연

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가 민감한 특성을 가진 비디오 스트

리밍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흐름제

어 및 혼잡 제어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11].
송신측에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하는 속도가 수신측의처

리 속도보다빠른경우, 수신측의 제한적인저장 용량을초

과한 후 도착하는 데이터는손실될 수 있다. 데이터손실은

방송 서비스의 지연이나 끊김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송신측에서 수신 측의

그림 3. 이기종망을 통한 MMT 기반 8K UHD 방송 서비스 아키텍처
Fig. 3. Service Architecture for 8K UHD Broadcasting Based on MMT over Heterogeneous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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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속도에 따라 데이터 전송량을 조절한다.
흐름제어와 혼잡 제어를 위해 IP 시스템에서널리 사용

되고 있는 방식으로는토큰버킷과 리키 버킷이 있다[11]. 토
큰버킷 방식은토큰버킷의 크기를 조절하여 데이터의 속

도 및 burst를 제어한다. 주기적으로토큰이 발생하는데, 데
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일정 크기만큼의 토큰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전체 평균 전송 속도(ABR, Average Bit Rate)는
할당된 대역폭크기보다클수 없고, burst하게 전송되는 데

이터 최대량은 토큰 버킷 크기와 같다. 
리키 버킷은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일정 간격(p)에 맞

춰전송한다. 리키 버킷은토큰버킷과 달리 버킷에 할당한

크기만큼만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어, 만약 버킷이 데이터

로 모두 찼을 경우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의 (a)는토큰버킷의 개념을, (b)는 리키버킷의 개

념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토큰버킷과 리키 버킷을함

께 사용하여, burst 모드에서 spread 모드로 변환하는 과정

을 스케줄링 내에 적용하였다. 

Ⅲ. 지상파 UHD 콘텐츠 전송 스케줄러 설계

1. 서비스 시나리오

본 장에서는 지상파 8K UHD 방송 서비스를 위한 전송

스케줄러를 설계한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그림 5와 같다. 
지상파 방송을 통해뉴스, 예능, 스포츠 등 다양한 UHD 콘
텐츠가 제공되며, 사용자는 이를 시청하고자 한다. 지상파

사업자는 단말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제공한다. 
단, 단말기에서 최대 지원하는 해상도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8K UHD 콘텐

츠를 계층적 인코딩을 통해 기본 계층(FHD)과 향상 계층

1(4K UHD를 위한 부가 데이터)과 향상계층 2(8K UHD를

위한 부가 데이터)로 분리시킨다. 그리고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콘텐츠를 FHD, 4K UHD, 8K UHD 총 3가지 화질

중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FHD와 4K UHD의 경

우 방송망만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8K UHD는 사용

자가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제공

받을 수 있다. 모든 UHD 콘텐츠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UHD 화질을 만족시킨다. 사용자는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 따라

서 본 논문의 요구사항은 아래표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림 4. 토큰 버킷 및 리키버킷 스케줄링 기법
Fig. 4. Token Bucket and leaky bucket schedul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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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roadcast services should be provided regardless of the 
terminal type.)

(2)
모든 종류의 영상이 일정 수준의 화질을 만족해야 한다.
(All kinds of videos must satisfy a certain level of video 
quality.)

(3)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ven if there is a slight delay, seamless service should 
be provided.)

(4)
하나의 주파수로 FHD와 4K UHD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FHD and 4K UHD services must be provided 
simultaneously within a single frequency.)

(5)

사용자 환경에 따라 수신할 수 있도록 FHD, 4K UHD, 8K 
UHD를 제공해야 한다.
(FHD, 4K UHD, and 8K UHD should be provided to 
receive according to the user's environment.)

표 1. 서비스 요구사항
Table 1. Requirements for the service

2. 전송량 가변 전송 스케줄러 설계

앞서 제안한 시나리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UHD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

량 조절이 가능한 전송 스케줄러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그
림 6과 같이 제안하는 스케줄러 기능은 MMT 방송 생성기

에서 생성한 패킷을 다중화기로 전달하기 전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먼저MMT 방송 생성기의 구성과 기능을 정의하

고, 전송 스케줄러의 기능 및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MMT 방송 생성기는 계층 부호화된 UHD 콘텐츠를 인

캡슐레이션한 후, MMT 프로토콜에 맞춰패킷화하여 다중

화기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캡슐레이션하기 위해

서는먼저 UHD 콘텐츠를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키지는 MMT 내 논리적인 개체로, 
최소 하나 이상의 미디어 에셋과 재생 정보 문서(PI, Pre- 
sentation Information)를 필요로 한다. 구성된 패키지는 효

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응용

계층 전송 프로토콜인 MMTP로 패킷화하여 다중화기에 전

송한다. 이 때, 방송망으로 전송하는 콘텐츠는 분리되어 있

기 때문에멀티캐스트로 전달한다. 그림 6과 같이 MMT 방
송 생성기는크게 MPU 생성기(MPU Generator)와 MMTP 
생성기(MMTP Generator)로 구성되어 있다.

MPU 생성기는 미리 설정된 duration 값에 따라 분할하

고 각각캡슐화 과정을 통해 MPU를 생성한다. MPU는 독

립적으로 디코딩이 가능한 단위로, 이후 미디어 데이터를

그림 5. MMT 기반 방송 서비스 시나리오
Fig. 5. MMT based broadcasting servic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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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가 재생할 때 동기화를 맞출 수 있도록 타임스탬프

를 추가한다.  
MMTP 생성기는 총 3가지의 MPU, 시그널링 메시지, 

GFD 모드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성을

위해 MPU와 시그널링메시지 모드만 고려하고 있다. MPU
와 PI 데이터를 MMTP 패킷 형식에 맞게 패킷화 한다. 특
히 Packet_ID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생성 규칙에 따라

패킷 스케줄링과 미디어의 구분이 가능하다[12].
본 논문에서 중점 있게 다루고자 하는 구성요소는 MMTP 

생성기 내의 전송 스케줄러(Transmission Scehdul- er)이다. 
전송 스케줄러는 주로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패킷

우선순위 관리 기능은 패킷헤더 정보를 통해 패킷의 송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비디오와 오디오의 우선순위, 그리

고 비디오가 계층 분리된 경우 각 계층들의 우선순위를 결

정한다. 시그널반복률 관리 기능은 시그널링은 0.5초이내

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따라 반복률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송량 조절 기능은 전송 가능한 전송

량 대비 전송할 데이터 전송률을 비교하여 전송량을 조절

할 수 있다. 이후 스케줄러의규칙과 기법에 따라 송출된다. 
계층 분리된 데이터는멀티캐스트로 다중화기에 전송된다. 
기본계층과 향상계층 1은 방송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다중화기와 연결 후 데이터를 전송하며, 향상계층 2는 통신

망을 통해 전송될 수 있으며 HTTP 서버로업로드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기종망을 통

해 전송된 콘텐츠 계층 동기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지만, 다
른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4][15]. 
전송 스케줄링은 콘텐츠 생성기에서 다중화기로 전송하

는 과정의 전송시간과 전송률을 조절한다. 다중화기는 콘

텐츠 생성기로부터 전달받은 순서대로 송출하기 때문에입

력 순서와 시간에 따라 전체 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MT 방송 생성기에서

다중화기로 전송하는 과정의 전송량을 조절하여 비디오의

화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송 스케줄러를 제안한다.

3. 전송 스케줄러 정의

그림 7과 같이 각 해상도는 FHD, 4K UHD, 8K UHD 
이며, V0, V1, V2로 정의한다. 8K UHD 콘텐츠 C는 SHVC 
압축 기법에 의해 기본 계층 L0, 향상계층1 L1, 향상 계층

2 L2와 같이 3계층으로 분리된다. 4K UHD에 해당하는 L0
과 L1은 방송망을 통해 전송되며, 8K UHD를 위한 부가

데이터인 L2는 통신망을 통해 HTTP로 전송된다. SHVC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상위

레이어 만으로는 디코딩될 수 없다. 따라서 8K UHD 화질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L2뿐만 아니라 방송망으로 전송된

L0, L1의 안정적인 수신이 필수적이다.

그림 6. MMT 방송 생성기 구조
Fig. 6. Structure of MMT Broadcasting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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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 상으로는 8K UHD 콘텐츠를 4분할하여 전

송하지만, 미디어 인캡슐레이션 과정과 패킷화 과정 내에

서 이미 각 4분할 영역에 대한 정보를처리하기 때문에, 이
후 전송을 위한 스케줄링 방법을 설계하고자 하는 본 논문

에서는 계층 관련 정보만 고려한다[13].
각 계층은 GoP(Group of Pictures), 프레임, 시간 등 일정

한 단위에 맞추어 MPU 블록으로 인캡슐레이션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타임스탬프 및 향후 이용성을 고려해

초(sec.)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인캡슐레이션을 위한 MPU 
블록크기를 d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d는 특정 단위 시간을

의미한다. 콘텐츠의 총시간을 n초라 가정하면 n초의 데이

터는 MMTP(MMT Protocol) 패킷 규칙에 따라 패킷화된

다. MMTP로 패킷화된 L0, L1을 각각 MP0, MP1로, HTTP
로 패킷화된 L2는 HP로 정의한다. MP0의 경우, 기본 계층

비디오뿐만 아니라오디오 A와 전송 스케줄러의 시그널반

복률(repeat) 관리 기능을 통해 결정된 반복주기에 따른시

그널링 메시지 S도 다중화 되어 함께 전송된다.
 

 
  



   (1)

 
  



 (2)


  



 (3)

방송망을 통해 전송할 d초 동안의 총 패킷 크기는 Td라
고 정의한다.

   (4)

방송망에서 초당 전송될 수 있는 최대량은 BW(band-
width)라고 하고, 초당 전송될 수 있는평균 속도는 BR 이
다. d 시간 동안 전송 가능한 최대 전송량은 BWd이다.

  단  ≤sec  (5)

특정 t 시점에서의 d 시간동안초당평균전송속도인 BRt
는 다음과 같다.

 


 (6)

4. 전송량 조절 스케줄링 기법

제안하는 전송 스케줄러의흐름도는 그림 8과 같다. 먼저
d초동안 전송할 데이터크기(Td)와 동일한 시간 동안 전송

가능한 데이터 전송률(BWd)을 비교한다. 만약 Td가 BWd
보다작을 경우, burst 모드에서 spread 모드로 변환하는 방

법1(Method1)을 적용한다. 반면 Td가 BWd보다클경우, 방
법2(Method2)를 적용한 후 다시 Td가 BWd보다작도록 하

여 방법1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법2는 d를 증가시켜

데이터크기 및 전송 가능한 전송량을늘린뒤분배하여 전

송률을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전송 가능량은균일하게

증가하지만 데이터의크기는 어느순간작아지기도 하므로, 
Td가 BRd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7. 비디오 계층 구조 정리
Fig. 7. Hierarchical Structure of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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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안하는 전송 스케줄러의 흐름도
Fig. 8. Proposed Transmission Scheduler Flowchart

정적인 영상일수록 순간적으로 데이터양이 증가하기 때

문에 burst하게 전송될 때 일시적으로 전송 가능한 전송량

보다 더 burst하게 전송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중화기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 차이로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서비스 지

연 또는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d와 BWd를 비교하여, 방법1과 방법2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 d의값은 1초이나, 전송할 데이터양에 따라 d의값

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송할 데이터양이 전송 가능량

을 초과하는 경우, 방법2에 따라 d의 값을 증가시킨 후 평

균화 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7)

  


(8)

5. 전송량 가변 스케줄러 구현

전송 스케줄러는 Windows10 64bit 운영체제 환경 하에

서 Microsoft Visual Studio 2013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MFC 기반 C언어로 개발하였다. 

8K UHD 방송 송출을 위하여 MMT 제너레이터라는 송

출 전체를 다루는툴을 제작하고, 내부에 MPU 제너레이터

와 MMTP 제너레이터를 구현하였다. MPU 제너레이터는

8K UHD 콘텐츠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각각 인코딩하고

MPU 크기와 계층화 설정에 따라 인캡슐레이션을 진행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후 전달된 데이터는 MMTP 제너레

이터를 통해 패킷화 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송 스케줄

러의 기법에 따라 송출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9는
(a)MPU 제너레이터와 (b)MMTP 제너레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9. 8K UHD 방송을 위해 구현한 MPU 제너레이터와 MMTP 제너레이터
Fig. 9. MPU generator and MMTP generator implemented for 8K UHD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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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의실험 및 결과

1. 모의실험 환경

모의실험을 위해 그림 10과 같이 MMT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MMT 방송 시스템은 송신과 수신측으로 구분

되며 그림 10의 상단부는 송신측을, 하단부는 수신측의 구

성을 보여준다. 송신측은 전송 스케줄러가 포함된 MMT 제
너레이터, MMT 다중화기, 시그널 생성 및 송출기를 통해

방송망으로 전송된다. L2에 해당하는 8K 부가 데이터는

HTTP 서버를 통해 통신망으로 전송된다. 아래의 장비들은

각각 2K, 4K UHD, 8K UHD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8K 
UHD의 경우 4분할된 영역 중 하나를별도의 디스플레이로

재생하여 8K UHD의 선명도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HTTP를 통한 스트리밍을 위해 DASH를

사용하였다. 4분할 영역 동기화 관련은 8K 시스템을 참고

하여 구성하였으며, MMT 방송 수신기는 수신된 콘텐츠를

디코딩하여 다양한 해상도를 가진 단말기를 통해 각각 재

생할 수 있도록 한다[4].
실험에서 사용한 콘텐츠는 8K로 촬영한 위성 영상을 사

용하였다. 지구의 자연 경관을 위성 관측한 영상 모음으로, 
장소 변동과 같은 큰변화 외에는 풍경을천천히 이동하듯

보여주는 영상으로, 움직임이 많지 않은 비교적 정적인 영

상을 사용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 공개된 8K UHD 
영상의 종류가 많지 않고, 동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영상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을 위해 제공받은 8K UHD 
위성 영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었다. 대신 정적인 영상일수

록 picture 별 크기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에 기반을 두고

데이터 값을 분석하였다.

2. 모의실험 결과

실험은 Multiple-PLP(Physical Layer Pipes) 기법을 적용

한 환경이므로 6MHz 대역폭에서 4K UHD 데이터의 요구

전송률은 약 18Mbps로 상정된다[6]. 이에 따라 실험은 18 
Mbps에 맞추어 전송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림 9에서

UHD 콘텐츠에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 전후를 그래프 형태

로 보여준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전체 영상 패킷 중 17개
의 일련의 패킷을 선택하였다. 앞서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

문에서 실험한 영상은 정확한타임스탬프 및 향후 이용성을

고려하여초(sec.) 단위로 분할되었다. 샘플 패킷 중 1, 2, 9, 
10, 17번 패킷의 경우 18Mbps라는 비트율 기준으로는 한

번에 전송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 생긴다. 특히 9번과 17
번패킷의 경우는 전송되기 위해서는 3초이상이 요구되기

그림 10. MMT 방송 송․수신 시스템
Fig. 10. MMT Broadcasting and Recei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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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끊김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 본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하여 아래 그래프와 같이 비트율을 조절할 수 있다. 
지연되거나 끊김이 발생할 수 있는 패킷을 생성하지 않

도록, 일정 시간 내 데이터 크기 및 전송 가능한 전송량을

계산한 후 분배하여 전송률을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을 적

용하였다. 제안한 방식을 통해서 최대 18Mbps가넘지 않고

패킷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송신됨을 실험

을 통해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대역폭 내에서도 UHD 콘텐츠의

일정 수준 화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량 가변

전송 스케줄러를 제안하였다. 지상파 방송망의 제한된 대

역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생성기에서 다중화기

로 전송하는 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법을 설계하였다. 
다중화기는 콘텐츠 생성기로부터 전달받은 패킷 순서대로

송출하기 때문에 전송 시간과 전송률을 일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중화기로 전송 시에 최

대 18Mbps에 맞추어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조절해

줄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하였다.
스케줄링 기법 적용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실험

을 진행할 수 있도록 8K UHD 방송 송출을 위한 MMT 제
너레이터라는 송출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MMT 제너레

이터 내에 제안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하여 8K UHD 영상

그림 11. 제안한 스케줄링 기법 적용 전후 모의실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s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proposed schedul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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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송수신 하였고, 제한된 대역폭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송신이 가능함을 실험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여러

8K 영상이 추가적으로 공개될 경우, 다양한 8K 영상에

해당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보완 진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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