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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 방송 서비스(Data broadcasting Service)는 시청자에게 더 높은 품질의 상과 음성은 뿐만 

아니라 유용한 부가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채  종류와 로그램 정보와 같은 시청자  

방송 수신 단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 서비스 인포메이션은 테이블 

형태로 송이 되며, 이 테이블의 종류  형태는 데이터 방송 표 별로 차이 을 가지고 있다. 방송 

사업자는 각 데이터 방송 표 에 정의된 서비스 인포메이션 테이블(Service Information Table) 종류

와 형태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자간 서비스의 비호환성을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방송 미들웨어 표 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미들웨어의 개발을 

한 범용 서비스 인포메이션 테이블 싱 략을 제안한다. 이 략은 XML 기반의 테이블 종류와 

형태에 한 기술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수정 없이 동 으로 상 테이블의 싱을 가능하게 한다. 

1. 서론 

   오늘날 TV 방송은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

라 불리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향상

된 품질의 상과 음성을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상과 

음성과 함께 송되는 부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용한 정

보와 다양한 응용 어 리 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해서 

데이터 방송 규격(data broadcasting specifications)이 필

요하다. 데이터 방송 규격은 상  음성의 규격, 달 

수단, 미들웨어, 응용 어 리 이션  부가 데이터의 형

태 등 방송과 련된 여러 요소를 표 화시켜, 해당 규격

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한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창기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 던 방송 사업자

들은 독자  방식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다. 그

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들 간의 서비스  응용 어 리

이션의 비호환성을 야기하 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데이터 방송 규격의 표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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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MHP(Multimedia 

Home Platform), OCAP(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 ACAP(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등의 표  데이터 방송 규격들이 생겨났고, 오

늘날 부분의 방송 사업자는 이들  하나를 방송 규격

으로 채택하여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GEM(Global Executable MHP)이라는 표

에서 생되었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

결되었다.

   하지만 이들 표 은 서비스 인포메이션(SI : Service 

Information) 처리 방식, 응용 어 리 이션 모델  라이

 사이클 리 략, 지원하는 API 등 많은 부분에서 차

이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 완 한 호환을 이루지 못

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이

용하기 해서 해당 데이터 방송 표 을 지원하는 미들웨

어가 내장된 방송 수신 단말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문제

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해결책의 하

나로 여러 공개 표 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미들웨

어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이러한 미들웨

어 시스템이 성공 으로 도입이 된다면, 표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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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호환 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그로인해 표 별 방송 수신 단말기와 어 리 이션의 

복 개발에 따른 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합 미들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호환성과 련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그  한 가지가 SI 처리 방식의 

통합에 한 것이다. SI이란 채  종류, 로그램 정보 등

과 같이 방송 서비스에 련된 다양한 정보를 말한다. 이

러한 정보들을 서비스 인포메이션 테이블(SIT : Service 

Information Table)의 형태로 송되고, 그 종류에 따라 

여러 형태의 테이블이 존재한다. 한, 미들웨어 표  마

다 사용하는 테이블의 종류에 차이 이 있다. 

   방송에 련된 부분의 정보는 SIT의 형태로 송되

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통합하는 것은 통합 미들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상당히 요한 이슈이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범용 SIT 싱 략을 제안한다. 제

안된 략에서는 여러 방송 사업자가 방송 환경과 표 에 

맞춰 일부분의 테이블을 이용한다는 실을 고려하여, 별

도의 수정 없이 동 으로 상 테이블의 싱(Parsing)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데이터 방송 

표 별 SI 처리 과정  규격을 비교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범용 SI 싱 략에 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표 별 서비스 인포메이션 처리 과정  규격 

비교

   재 제안된 부분의 데이터 방송 규격에서는 데이터 

스트림 송을 한 표 으로 MPEG-2 (ISO/IEC 

13818-1)를 채택하고 있다. MPEG-2 표 은 상, 음성뿐

만 아니라 부가 데이터 송을 한 기본 인 송 로

토콜을 제공한다 [3].

   MPEG-2에서는 SI의 송을 해 P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라 불리는 4개의 테이블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3]. 재 리 이용되는 데이터 방송 표 에서

는 PSI를 기본으로 하여 표 별로 독자 인 SI 달 테이

블을 사용한다 [4][5][6]. 

   이 장에서는 방송 수신 단말기에서 SI을 처리하는 방

법과, 각 표  별 테이블의 차이 에 해 살펴보도록 하

겠다.

2.1 서비스 인포메이션 처리 과정

   재 제안된 부분의 데이터 방송 규격을 사용하여 

서비스 인 모든 데이터 방송은 MPEG에서 정의한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TS : Transport Stream) 규

격을 기본 송 로토콜로 사용하고 있다. 이 TS는 크게 

상, 음성, 부가 데이터가 포함 된다. 그리고 이들은  188 

bytes 혹은 204 bytes 단 의 패킷으로 나뉘어 송된다. 

   수신측 단말기에서 TS을 처리하는 과정은 상 는 

음성 패킷일 경우에는 디코더를 통해 재생하고, SI과 같은 

부가 데이터에 해당하는 패킷은 섹션 필터에서 필터링 과

정 등을 거친 후 섹션으로 변환 된다. (그림 1)[6]은 데이

터 방송 수신 단말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 인 TS 처

리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 처리 과정 

   섹션은 SIT을 구성하기 한 기본 단 이다. 미들웨어

서는 이들 섹션을 모은 후 한 싱 과정을 거쳐 원래 

테이블의 형태로 복원 시킨다. 이 게 복원된 테이블은 미

들웨어에 의해 한 리가 이루어지고, 어 리 이션은 

미들웨어의 SI API를 사용하여 원하는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

2.2 표 별 서비스 인포메이션 테이블 비교

   MPEG-2 시스템은 SI의 송과 련하여 

P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이라 불리는 4개의 기

본 인 테이블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로그램의 구

성 요소 정보를 기술하는 PMT(Program Map Table), 

PMT의 PID 정보를 가지는 PAT(Program Association 

Table)), 스크램블(scramble)과 같은 암호화 정보를 가지

는 CAT(Conditional Access Table), 수신 지역의 물리  

네트워크 정보를 기술하는 NIT(Network Information 

Table)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등의 단체에서는 지역 , 기술  특징을 고려

하여 고유의 테이블을 추가 으로 정의 하 다.   

   

<표 1> 표 별 서비스 인포메이션 테이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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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비스 인포메이션 테이블 구조

(그림 3) 범용 서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아키텍처

   <표 1>[7]에서처럼 사용하는 테이블의 종류는 표 별

로 다르지만 SIT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 (그림 2)[8] 는 

SIT의 구조를 보여 다.

3. 범용 서비스 인포메이션 싱 략

   오늘날의 데이터 방송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하는 데이

터 방송 표 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SIT을 사용하여 

부가 정보를 송한다. 

   이런 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략은  

방송 표  미들웨어에 의존 인 SIT 정보  싱 정책을 

미들웨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XML 형식의 일로 정의

하여 사용하는 것 이다. 이 일은 미들웨어에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 일의 정보를 이용하여 SI을 수집하

여 미들웨어에서 원하는 형태의 테이블로 제공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어떠한 미들웨어에도 모두 용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범용 SI 싱 략

의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XML을 이용한 테이블 정보 기

술 방법을 서술한다.

3.1 시스템 아키텍처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 인 시스템 아키텍처

는 (그림 3)과 같다. 

   SI Request Receiver 모듈은 미들웨어에 의존 인 SIT 

정보와 싱 정책 정보를 처리한다. 이 모듈은 상  컴포

트에서 필요로 하는 테이블을 싱하기 한 섹션들의 

필터링을 Section Filter Manager에게 요청을 한다. 해당 

섹션들의 필터링이 완료되면 Section Filter Manager는 SI 

Request Receiver에게 섹션의 싱이 완료되었다는 이벤

트를, Table Builder에게 해당 섹션들을 각각 달한다. 

그 후, SI Request Receiver는 Table Builder에게 해당 테

이블을 싱하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Table Builder는 요청 받은 테이블의 XML 기반의 테

이블 구성 정보를 참조하여 달받은 테이블 섹션들을 

한 형태로 싱한다. 싱을 마치고 난 테이블은 Cache

에 장이 되며, 곧바로 SI Request Receiver에게 이벤트

를 달한다.

   SI Configuration Manager는 미들웨어의 표 이 변경

되거나 미들웨어의 기화시 Table Object Creater에게 

해당 표 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종류에 련된 XML 

일을 참조하여 해당 표 에서 사용되는 테이블들의 

Object를 생성하게 한다. 한, SI Request Receiver에 미

들웨어의 표  변경에 한 이벤트를 달한다.

3.2 XML을 이용한 테이블 정보 기술  등록

   방송 사업자는 데이터 방송 미들웨어 표 에 정의되어

있는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통합 데이터 

방송 미들웨어 개발을 해 범용 SIT 싱 방법이 필요하

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XML을 이용하여 SIT의 

싱 정보를 기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미들웨어는 재 서비

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 표 을 고려하여 미들웨어 

기화시  미들웨어의 변경시 XML 일을 통해 싱할 

테이블의 종류를 결정하고, 각 테이블들을 싱을 하게 된

다 .

<표 2> 표 별 서비스 인포메이션 테이블 싱 우선순  

   XML 일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 어진다. 첫 

번째 XML 일의 형태는 표 별로 사용하는 테이블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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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싱 우선 순 를 기술하는 일이 있다. 이 XML 

일은 key와 table의 두 부분으로 나 어진다. key 값은 

미들웨어 표 을 나타낸다. 그리고 table은 표 에서 사용

하는 테이블과 그 테이블의 싱 우선 순 를 나타낸다. 

우선 순 는 <표 2>를 기 으로 0, 1로 나 었다. 0으로 

표시된 테이블은 미들웨어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테이블

이며 항상 싱을 필요로 한다. 1로 표시된 테이블은 미들

웨어서 요청이 들어올 때만 해당 테이블의 싱을 수행하

면 된다. 

   

<standard key="mhp">
     <table>
          <name>pat</name>
          <t_priority>0</t_priority>
     </table>
     <table>
          <name>nit</name>
          <t_priority>1</t_priority>
     </table>
     .
     .
     .     
</standard>

<표 3 > XML을 이용한 MHP 테이블 정보

<표 3>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표 별 사용하는 

테이블과 싱 우선순 를 기술하는 XML 일의 시이

다.

   두 번째 XML 일의 형태는 각 테이블의 구성 정보

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 이 XML 일은 key, 

type, field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key 값은 해당 SIT을 

구별하는 값으로 싱을 하거나 미들웨어에서 테이블 

달을 요청할 때  이용된다. type은 XML 일의 종류를 

명시한다. 가능한 종류로는 table, subtable, descriptor 가 

있다. 마지막으로 field 요소는 해당 필드의 이름, 타입, 그

리고 길이로 이루어진다. field가 가질 수 있는 타입의 종

류로는 header, atom, subtable, descriptor가 있다. <표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PAT 구성 정보의 

시이다.

<table key="mhp.pat" type="table">
     <field>
          <name>table_id</name>
          <type>header</type>
          <length>8</length>
     </field>
     .
     .
     .
     <field>
          <name>pat_subtable</name>
          <type>subtable</type>
     </field>
     .
     .
     .
</table>

<표 4 > XML을 이용한 PAT 구성 정보

4. 결론

   재 리 이용되고 있는 MHP, OCAP, ACAP과 같은 

데이터 방송 표 은 채  종류, 로그램 정보와 같은 SI

의 송과 처리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

다. 그 기 때문에 각 데이터 방송 표  마다 데이터 방송 

수신기를 제작하여야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책의 하나인 통합 데이터 방송 

미들웨어 개발을 한 범용 SI 싱 략을 제안하 다.  

   기존의 SI 싱의 경우, 특정 표 에서 사용하는 테이

블과 정의된 형태의 테이블 만을 싱할 수 있었다. 그

기 때문에 데이터 방송 수신기와 데이터 방송 표  사이

의 비호완성을 야기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싱 

과정을 일반화 시키고 표 별로 사용하는 SIT의 종류와 

구성 정보를 간단한 XML 일 형식으로 기술하여 싱

에 사용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략을 기반

으로 MHP, OCAP, ACAP 등 재 리 이용되는 표  

규격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 미들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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