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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증강방송(Augmented Broadcasting)은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서비스를 스마트 TV 와 같은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에 접목하여, 시청자에게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TV 시청에 대한 몰입감과 콘텐츠 조작의 양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개념이다. 증강방송에 대한 개념과 PC 기반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은 이미 다수 발표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환경에서의 증강방송 시스템 실현을 위해 DTV 기반의 증강방송 시그널링과 

콘텐츠 동기화 방안을 적용한 재다중화기(Re-multiplexer)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해 설명한다. 

 

1. 서론 

 
방송 환경에서 TV 시청자들에게 현실감 및 몰입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3DTV, UDTV, 실감방송과 같은 방송 기술이 

도입되었거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인해 다양한 증강현실 앱(Mobile Application)이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며, 방송 분야에서도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향상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증강현실을 이용한 방송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실사 영상 이외에 부가 정보를 그래픽 

형태로 마치 실사에 존재하는 화면처럼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TV 화면에 내보낸다. 뉴스나 스포츠 방송 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방송 시청의 이해를 돕고 

재미를 증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증강현실 방송은 기존의 일방향 방송의 서비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일관된 방송 시청 습관과 

획일화된 재미를 제공할 뿐이다. 스마트 TV 의 하이브리드 

환경과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소비 형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양방향 증강방송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증강방송(Augmented Broadcasting)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증강현실 서비스를 스마트 

TV 의 하이브리드 방송 환경에 접목하여, 시청자에게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TV 시청에 대한 몰입감과 콘텐츠 조작의 

양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개념이다[1]. 예를 들어, 양방향 증강방송 시청자는 이집트 

다큐 여행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중에 방송 화면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피라미드 내부 모습을 인터넷으부터  

피마리드 내부 3D 객체를 다운로드 받아 화면의 적당한 영역에 

증강시키고 스마트패드를 통해 3D 객체를 회전해 보거나 

확대하여 피마리드 내부를 상세히 관찰할 수 있다. 이 3D 

객체는 임의의 방송 화면에 출력되지 않고, 시청자의 TV 

시청에 방해되지 않는 미리 정의된 증강될 방송 영역(본 

예제에서는 촬영된 피라미드 외관)에 정확히 정합되어 

장면(Scene)마다 마치 촬영된 이미지처럼 증강된다.  

이와 같은 증강방송에 대한 전체 개념과 관련 시나리오들, 

테스트베드 시스템은 이미 다수 발표되었으며, 특히 증강방송 

서비스를 위해 MPEG-2 TS 기반으로 방송프로그램과 

인터넷을 통한 증강 콘텐츠를 특정 시간(증강 콘텐츠의 출력 

시작 시간)에 동기화 하는 알고리즘이 소개되었다[2][3]. 

그러나, 이에 대한 구현과 검증 방법은 PC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으며, 셋탑박스와 방송 송출과 같은 실제 방송 

시스템을 고려한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환경에서의 증강방송 시스템 

실현을 위해 DTV 기반의 증강방송 시그널링과 콘텐츠 동기화 

방안을 적용한 재다중화기(Re-multiplexer)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해 설명한다. 

 

2. DTV기반 증강방송 시스템 

가. 개요 

양방향 증강방송 서비스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이 증강방송 

송신 서브시스템과 증강방송 수신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신 서브시스템은 증강방송 저작 도구와 증강방송 

재다중화기로 구성되고, 수신 서브시스템은 증강방송 서비스 

플랫폼과 증강 콘텐츠 UI (User Interface) 로 구성되며, 그 외 

증강 방송 콘텐츠 서버와 방송 및 통신을 위한 전송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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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 

 

그림 1. 양방향 증강방송 시스템 구성도 

증강방송 저작도구는 방송 콘텐츠를 분석하여 방송 

콘텐츠에 증강 콘텐츠를 오버레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즉 

증강 콘텐츠가 표현되어야 할 영역이나 위치, 표현방법, 증강 

콘텐츠의 타입, 증강 콘텐츠의 속성, 방송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카메라나 각종 센서 정보, 증강 콘텐츠의 표현정보시간 

등의 메타데이터를 저작하여 증강방송 재다중화기에게 

전달한다. 증강방송 재다중화기는 전달받은 메타데이터를 

DTV 기반의 방송 송출을 위해 MPEG-2 TS (Transport 

Stream)로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수신 

단말에서 방송 콘텐츠와 증강 콘텐츠가 동기화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스케쥴링하여 송출한다. 증강방송 서비스 플랫폼은 

수신된 방송 신호로부터 방송 콘텐츠와 증강방송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관리하고,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해석하여 방송 

콘텐츠와 함께 표시할 증강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하며, 증강 콘텐츠와 방송 콘텐츠의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해 

콘텐츠 간의 동기화와 메타데이터 기반의 2D/3D 렌더링 

처리를 수행한다. 

나. 증강방송 송신 시스템 요구사항 

증강방송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과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콘텐츠를 방송 수신기에서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방송 및 통신 하이브리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 환경에서의 

수신기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증강방송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송 송신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과 시스템 변경의 최소화를 위해 

재다중화기(Re-multiplexer)의 도입은 효과적이며, 증강방송 

송신시스템은 재다중화기를 고려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호환되어야 한다. 

 기존 비디오 인코더의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존 방송 스트림에 증강방송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MPEG-2 TS 실시간 다중화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증강방송 메타데이터는 최대 4KB 의 파일단위로 XML 

형식으로 기술되며, 증강표현시간보다 미리 송출되어야 

한다. 

 증강방송 콘텐츠의 동기화를 위한 타이밍 정보가 

포함되어 전송되어야 한다. 

 증강방송을 위한 시그널링 정보가 전송되어야 한다. 

3. 증강방송 재다중화기의 설계 

가. 증강방송 재다중화기 구성 

 

그림 3 은 증강방송 송신시스템 요구사항을 반영한 

증강방송 재다중화기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증강방송 

재다중화기는 MPEG-2 TS 인코더로부터 수신된 

비디오/오디오 스트림과 IP 패킷을 통해 입력받은 증강방송 

메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이때, 증강방송 

수신기에서 역다중화를 위한 증강방송 서비스 시그널링 정보와 

동기화를 위한 타이밍 정보를 삽입하여 함께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그림 2. 증강방송 재다중화기 구성도 

나.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전송 

그림 3 은 비디오 영상 프레임들의 출력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출력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시간 축을 

기준으로 상단은 비디오 영상 프레임들의 순차적인 출력 

흐름을 나타내고, 하단은 증강방송 메타데이터들의 출력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일 예로, 특정 시간 t 에 표현될 영상 프레임 

k 와 메타데이터-n 은 표현정보시간(t)을 매개로 하여 수신 

단말에서 시간 동기화를 구현한다. 표현정보시간(t)은 증강방송 

저작도구가 증강 영역을 생성/편집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영상의 

경과된 시간을 사용하며, 이 시간을 해당 메타데이터 내 시간 

필드에 삽입한다. 증강방송 재다중화기는 비디오/오디오 스트림 

내 영상 프레임 k-1 이 출력되는 동안 특정 시간 s 에 

도달하게 되면, 메타데이터 n-1 은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스트리머를 통해 이미 송출이 완료되었으며, 메타데이터 n 은 

송출을 준비하게 된다. 실제 메타데이터 n 은 시간 t 의 영상 

프레임과 동기화 시 요구되는 데이터로서, 해당 프레임보다 

먼저 송출하게 되는 것이다.  

메타데이터가 영상 프레임의 송출 시간과 비교할 때 

시간차 Diff. 만큼 미리 단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신 

단말에서는 시간 t 를 기준으로 영상 프레임 k 에 증강 

콘텐츠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증강 콘텐츠가 놓여질 속성 

정보와 데이터를 해당 메타데이터 n 에서 해석해야 하므로, 

최소한 시간 t 이전에 시간차 Diff. 만큼 앞서 메타데이터 n 은 

단말에 도달해야 한다. 메타데이터 n 이 시간 t 이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상 프레임의 증강방송 서비스 

제공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송출은 증강방송 저작서버가 

생성하는 메타데이터들을 표현정보시간 순서대로 메타데이터 

송출 정보 리스트를 구성한다. 송출시간 값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송출시간 = 표현정보시간 –  콘텐츠다운로드시간(방송 

전달 시간 + 인터넷 전달 시간 + 콘텐츠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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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도달 시간 : 방송망을 통한 메타데이터 전달 시간 

- 인터넷 전달 시간 :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시간 

- 콘텐츠 유형 : 증강 콘텐츠 유형에 따른 트래픽 시간 

 

그림 3.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송출 구조 

다. 증강방송 서술자 및 동기화 정보 구성 

표 1 은 증강방송 프로그램 서술자(Descriptor) Syntax 를 

나타낸 것이다. 증강방송 서비스 플랫폼은 TS 스트림으로부터 

역다중화 과정을 거쳐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뿐만 아니라 

증강방송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디코더로 전달한다. 이 때, 

증강방송 서비스 플랫폼을 탑재한 수신단말에서는 

TVCT(Terrestrial VCT) section 및 PMT(Program Map 

Table) 내 증강방송 프로그램 

서술자(AugmentedBroadcasting_Descriptor)를 참조하여 

수행한다. 

표 1. 증강방송 프로그램 서술자 Syntax 

Syntax Bits Semantics 
AugmentedBroadcasting_descripto

r() { 
  

descriptor_tag 8 증강방송 서비스 서술

자 식별값 
descriptor_length 8 서술자 전체 길이 
Reserved 5  
ABM_service_type 3 증강방송 서비스 타입  

000: DTV방송 
001: 하이브리드 다운로드 

증강방송 서비스 
010: 하이브리드 스트리밍 

증강방송 서비스  
011~111: reserved 

}   

표 2 는 PES packet 의 Payload 에 해당하는 

ABM_PES_packet_data_byte()의 Syntax 를 나타내고 있다. 

identifier 는 증강 메타데이터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필드를 

의미한다. Proram_clock_reference_base 는 증강방송을 위한 

방송스트림 시작의 초기 PCR 값을 나타낸다. 

ABM_delivery_type 인 1 인 경우(증강방송 메타데이터가 

방송망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ABM_markup_type 은 

XML 형태 이외(또는 Binary 형태)의 형식을 감안하여 data 

타입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ABM_data_byte 는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XML(또는 Binary 데이터)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삽입되는 부분이다. 초기 PCR 을 ABM_PES_packet 스트림에 

주기적(혹은 이벤트)으로 전달하여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정의하고, 수신기에서는 정의된 초기 PCR 의 값을 프로그램의 

시작점인 00 시 00 분 00.00 초로 정의하여 초기 PCR 정보를 

이용한 DTS 값을 예측한다. 따라서, 초기 PCR 정보를 

기반으로 XML 내 정의된 활성화 될 타이밍 시간을 DTS 로 

근사 계산하여 기존 MPEG-2 system STC 와 동기화 한다. 

제안된 동기화 정보 Syntax 를 활용하여 증강방송 콘텐츠 수신 

동기화 방법은 [3]에서 자세히 논의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표 2. 증강방송 동기화 정보 구성 Syntax 

Syntax Bits Semantics 

ABM_PES_packet_data_byte() {   
identifier 8 증강 데이터 식별자 
Initial_Program_reference_clock 33 PCR_base 
ABM_markup_type 3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파일 형식 

00: none 
01: XML 형식  
10: Binary 형식 

11: reserved.. 
Reserved 3  
ABM_delivery_type_flag 1  
If(ABM_delivery_type_flag == 0) 

{ 
  

ABM_data_length 16 증강방송 메타데이터(ABM) 길이 

For(i<0;i<ABM_data_length;i

++){ 
  

ABM_data_byte 8 증강방송 메타데이터(ABM) 내용 

}   
}   
If(ABM_delivery_type_flag == 1) 

{ 
  

ABM_URL_length 8 증강방송 메타데이터(ABM) 서버 

주소 길이 
For(i>0;i<ABM_URL_length;i

++){ 
  

ABM_URL_byte   
}   

}   
}   

4. 증강방송 재다중화기의 구현 및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된 증강방송 재다중화기는 ASI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MPEG-2 TS 스트림 

혹은 내부 HD 동영상 콘텐츠를 TS 패킷 단위로 읽어 들인다. 

이 때, 증강방송 동기화를 위한 타이밍 정보는 입력된 MPEG-

2 TS 패킷의 최초 PCR(Program Clock Reference) 값을 

메모리에 저장해 둔다. 증강방송 재다중화기는 송출 시간 

기준으로 정렬된 메타데이터를 미리 저장해 두었던 최초 PCR 

값과 함께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단위로 

구성하고, 동작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할 메타데이터가 

존재하는 지를 검사한다. 만약, 특정 시간에 송출할 

메타데이터가 존재하면, null 패킷이 검출되는 시점에 

메타데이터를 실어 내보낸다. 증강방송 메타데이터는 방송 

프로그램 내내 연속된 데이터 스트림이 아닌 랜덤 발생 

스트림의 특성을 가지므로, 증강방송 동기화를 위한 시간 값은 

메타데이터가 송출되는 시점에만 함께 실어 보냄으로써, 

증강방송 수신 단말이 메타데이터를 수신하고 파싱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방송 혹은 데이터 패킷 정보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Section(PMT, VCT, MTG) 패킷을 구분하고 

증강방송 서술자(Descriptor)를 삽입하여 내보낸다. 그림 4 는 

이와 같은 증강방송 재다중화기의 내부 동작 과정을 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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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림 4. 증강방송 재다중화기 동작 과정 

증강방송 재다중화기를 통해 MPEG-2 TS 로 다중화되어 

출력된 스트림은 분석기(TS Analyzer)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그널링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동기화 타이밍 정보와 

메타데이터가 삽입된 결과를 그림 5 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PMT 내 증강방송 서술자 삽입 결과(위)와 

메타데이터 삽입 결과(아래) 분석 화면 

증강방송 재다중화기에서의 MPEG-2 TS 스트림의 

정상적인 송출을 분석기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증강방송 서비스 

플랫폼을 탑재한 셋탑박스와의 연동을 통해 증강방송 송수신 

테스트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증강방송 요구사항에 부합되어 

설계 및 구현되었는지를 그림 6 에서와 같이 검증하였다. 

증강방송 재다중화기에서 송출된 MPEG-2 TS 스트림은 

증강방송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와 저작도구로부터 

전달받은 메타데이터가 함께 송출된다. 증강방송 서비스 

플랫폼이 탑재되지 않은 일반 DTV 수신기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신될 수 있었으며, 증강방송 서비스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 STB 는 증강방송 메타데이터가 정의한 

대로 증강 콘텐츠가 활성화되는 표현정보시간에 TV 화면에 

로드되어 증강방송 재다중화기가 정상적으로 구현되었음을 

검증하였다.  

 

그림 6. 증강방송 재다중화기 구현 검증 환경 

5. 결론 
 

증강방송은 시청자에게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TV 시청에 

대한 몰입감과 콘텐츠 조작의 양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이며, 이와 같은 증강방송에 대한 

전체 개념과 관련 시나리오들, 테스트베드 시스템은 이미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현과 검증 방법은 PC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으며, 셋탑박스와 방송 송출과 같은 실제 

방송 시스템을 고려한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환경에서의 증강방송 시스템 

실현을 위해 DTV 기반의 증강방송 시그널링과 콘텐츠 동기화 

방안을 적용한 재다중화기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해 기술하였다. 

또한, 증강방송 서비스 플랫폼을 탑재한 셋탑박스와의 연동을 

통해 증강방송 송신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증강방송 

재다중화기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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