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모바일 방송은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시스템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디지털 모바일

방송은 2005년 12월에 KBS를 비롯하여 MBC,

SBS 등 6개 방송사가 본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로 알려진

T-DMB방송이다. TV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

지털 HD방송으로 이제 UHD송출을 기반으로

UHD방송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나 디지털 라디오송

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고는 2005년부터

송출하고 있는 디지털 라디오 송출의 하나의 방식

인 유럽의 Eureka-147방송 시스템의 데이터 송출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다. 

Ⅰ. 서 언

본 고는 T-DBM송출 시스템의 데이터 방송 서비

스인 TEPG, X-PAD, BWS 등 각종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현재 T-DMB방송

은 다중화 및 앙상블 처리 기술로 송출시스템을 구

성하고 있다. 이러한 송출 시스템은 개별 서비스(비

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 스트림을 다중화하여 하

나의 채널로 송출하기 위해서 DMB프레임 생성에

다중화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개별 데

이터 서비스의 스트림 모드 및 패킷 모드라는 방식

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조명해 본다. 

Ⅱ. 송출 시스템 

DMB 송출 시스템은 개별 Elementary Stream

를 다중화 방식으로 묶어서 OFDM신호 발생기를

지나 시청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이때 기본적인 다

중화 기법은 Eureka-147의 스트림 모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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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데이터 서비스 송출 시스템을 위주로 살

펴보기 위해 (1) FIC의 데이터 서비스 및 (2) 스트림

모드의 데이터 서비스, (3) 패킷 모드의 데이터 서

비스의 구성 및 Elementary Stream의 생성을 알

아 본다. 

<그림 1>은 DMB의 송출 시스템을 단일 서비스

가 다중화기를 거쳐 송출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위

에서 언급한 데이터 서비스가 전체 시스템에 구성

되는지를 알 수 있다. 

Ⅲ. FIDC 송출 시스템

FIC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은 다중화

및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FIC채널 500msec마다 송출하며 송신기에서는

이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메시지의 유무를 판단하

고, 메시지가 있는 경우 FIG 데이터를 추출, 분석해

야 한다. 

FIC채널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FIDC(Fast

Information Data Channel)를 사용하여 시청자에

게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구성되

어 있으며 현재 서비스되는 재난 방송은 FIG Type

5 extension 2(FIG 5/2)로 정의된 패킷을 사용한

다. 

FIDC 채널 송출 시스템(현재 KBS의 재난 방송

송출시스템)은 송출 다중화기와 직접 연결되며, 소

방방재청이나 컨텐츠 생성 장비에서 전달받은 메시

<그림 1> DMB 송출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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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MB 프레임 구조

<그림 3> FIDC채널의 구조

<그림 4> 재난 서비스 메시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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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진 포맷으로 인코딩하여 다중화기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삽입하여 송출한다. 

(1) 외부의 데이터 수신 시스템과 (2) 메시지 인코

딩 시스템 그리고 (3) 스케줄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중화기로 개별 ES를 송출용 DMB 프레임을 구성

하기 위해 Sync비트 바로 뒤에 FIC채널로 삽입하

여 DMB프레임을 만든다. 

<그림 4>는 외부 재난 메시지가 세그멘트 데이터

로 분할되어 FIC채널로 구성되는 순서를 보여준다.

이렇게 구성된 재난 메시지는 <그림 2>의 구조에

있는 FIC채널을 구성하여 송출된다. 

Ⅳ. 스트림 모드 송출 시스템

DMB의 스트림 모드는 크게 오디오 채널을 이용

한 데이터 서비스 및 TDC기반의 데이터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KBS의 교통정보 서비

스인 TPEG는 TDC채널을 이용하여 송출하고 있으

며, 모든 DMB 방송국의 오디오 채널는 X-PAD를

이용하여 DLS, Slideshow, BWS 등의 서비스를 하

고 있다. 

우선 오디오 채널의 X-PAD를 살펴보면 오디오

채널의 MUSICAM 오디오 프레임은 헤더, 스케일

팩터 정보, 서브밴드 샘플, X-PAD(보조데이터)

로 구성되며 보조데이터는 길이를 가변 할 수 있

으며 기존의 오디오 프레임과 상관 관계에 있다.

X-PAD의 서비스 용량이 커지면 오디오 데이터의

용량이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디오 채널의

X-PAD의 데이터 서비스의 전송 대역등을 제어

하기 어렵기 때문에 DLS, SLS 등과 같은 문자나

간략한 그림같은 경량화된 서비스가 적합하다.

X-PAD의 데이터 서비스를 송출 하기 위해서는 (1)

데이터 서비스 저작 도구, (2) 오디오 채널 삽입 장

비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의 기획에 적합한 DLS, SLS 등의 저작 후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면 오디오 채널 삽입 장치가

저장된 데이터를 오디오 파일에 삽입하여 다중화기

<그림 5> TDC채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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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하여 바로 전송한다. 

TDC 채널의 데이터 서비스는 바이트 스트림 형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TDC 데이터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MSC패킷으로 만들어지며 TDC의 송출

시스템은 ES를 구성하여 다중화기에 연결하는 장

치이다. 

TDC의 송출 시스템의 구성은 (1) 데이터 수신 서

버 (2) 데이터 인코딩 서버, (3) 데이터 스케줄러 (4)

다중화기 연동 서버 등으로 구성된다. TDC 채널의

특성상 끊임없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이는 마

치 오디오 채널을 송출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데

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저

작도구에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데이터 인코

딩 서버로 넘겨준다. 데이터 인코딩 서버는 국내 표

준규격에 준하여(KBS의 TPEG인 경우 TPEG-

CTT, TPEG-POI, TPEG-SDI 등) 데이터를 인코

딩한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 등은 데이터 스케줄

러에 의해 다중화기에 연동한 채널에 일정한 대역

폭, 예약된 서비스의 순서에 의해 송출되기 시작한

다. 방송국입장에서는 CTT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

문에 전체 대역폭의 60% 이상을, SDI, POI, NWS

등의 서비스를 나머지 대역폭에 비율적으로 처리하

여 송출한다. 

Ⅴ. 패킷 모드 송출 시스템

패킷 모드의 송출 시스템의 대표적인 전송은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MOT 슬라이드쇼, 방송 웹사이트 서비스,

전자프로그램 안내 서비스 등을 서비스한다. 

MOT 서비스의 송출 시스템의 구성은 (1) 데이

터 저작/인코딩 서버 (2) 데이터 스케줄러 (3) 다

중화기 연동 서버 등으로 구성된다. MOT서비스

는 패킷 기반의 송출 시스템이므로 데이터를 저작

하여 저장되며, 저장되는 구성은 국내 표준규격

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인코딩 후 저장한다. 패킷

데이터는 디렉토리 구조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TDC의 데이터 인코딩보다는 구조상 복잡도가 높

다. 

<그림 6> MOT채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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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은 스케줄러

이다. TDC의 스케줄러는 서비스의 우선순위 등

에 중요도가 있다고 한다면 패킷 서비스의 스케

줄러는 반복적 전송을 주요한 기능으로 구성된

다. 즉, 카루셀 방식으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다

중화기와 연동하여 반복전송을 위해 지정된 대역

폭에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스케줄러가 제어

한다. 

Ⅵ. 결 말

방송 송출 시스템은 국내 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기에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수집의 데이

터 신뢰성 확보, 데이터 인코딩의 국내 표준 준수 및

송출시스템의 수신기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되

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TPEG서비

스가 그러하다. 향후 디지털 라디오의 송출이 확정

되고 서비스가 개시되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사랑하

는 데이터 서비스가 기획, 운용되었으면 한다.

<그림 7> MOT 디렉토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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