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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압축 기술로 인한 방송 대역폭 증가 효과와 방송수신기의 영상처리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방송에 멀티 뷰

기능을 활용하는 연구 및 응용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방송에서의 멀티 뷰 기능은 시청자에게 서너 개의 방송프

로그램 영상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하거나 스포츠 방송의 경우 멀티 앵글 영상을 제공하여 원하는 시점에서 경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응용되고 있는데 백 수십 개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근래의 디지털방송 양상

을 반영하고 데이터서비스의 다양한 멀티 뷰 활용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멀티 뷰 영상 지원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에, 본 논문은 디지털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 영상들을 포함하는 멀티 뷰 영상을 구성하고 이를

데이터서비스가 활용할 수 있도록 DVB 표준에 정합되는 멀티 뷰 영상 활용 정보를 구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그리고

데이터서비스가 멀티 뷰 영상을 자신의 기능으로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의 미들웨어를 확장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An Utilizing Method for Multi-View Video Clips under Digital

Broadcasting Environments

Kwangil KO*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compression technology and the broadcasting receiver’s processing power make it

possible to apply a multi-view function to the broadcasting services. The multi-view function is usually utilized to

provide simultaneously several programs to viewers or to implement a multi-angle service of a sports program that

allows a viewer to choose a video of his/her prefer viewpoint. The paper proposes an integrated method for utilizing

a multi-view function in the digital broadcasting environment in which more than 100 programs are on air and

there may be various data services which want to use multi-view video clips. For the purpose, a method of

composing and transmitting multi-view videos and related information has been devised and a Java API to utilize

the rapid editing function of a decoding chip-set has been implemented to clip, resize, and display parts of the

multi-view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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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압축 기술이 방송에 적용됨에 따라 방송 대

역의 획기적인 증가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방송 대

역의 증가는 HD 방송과 같은 고화질 방송과 다채널

서비스를 실현하고 방송수신기의 컴퓨팅 능력의 발전

과 더불어 날씨, 주식, 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1]. 이런 디지털방송 기술은

시청자들의 방송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User Experi

ence)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도 응용되어 전자프로그

램가이드 (EPG), 주문형 비디오 (VOD), T-금융, T-

상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출현시켰으

며[2,3] 근래에는 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대역에 서

너 개의 방송프로그램 영상을 송출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멀티 뷰 시범 서비스와

스포츠 경기의 멀티 앵글 서비스와 같은 다중 영상

서비스를 시범적이나마 제공하기에 이르렀다[4,5,6].

멀티 뷰 기능은 방송프로그램 검색과 선택 작업이

시간 소비적 (Time-consuming)인 작업이 된 다채널

환경[7]에서 더욱 그 응용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시청

자들이 직접 영상을 보면서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행태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자이크 (Mosaic)형

전자프로그램가이드가 대표적 응용이다. 하지만 모자

이크형 전자프로그램가이드는 멀티 뷰 구현 비용 대

비 그 응용이 프로그램가이드 기능에 한정되는 비효

율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널리 상용화되지 않고 있

다. 아직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서비

스 입장에서도 방송프로그램들의 영상을 자유롭게 활

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일반 시청자들

이 방송프로그램 시청 외의 목적으로 TV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서비스는

방송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된 형태의 서비스로 발

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8] 이로 인해 데

이터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들의 영상을 자유롭게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방송

사의 방송프로그램들의 멀티 뷰 영상을 데이터서비스

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

문의 제2장에서는 멀티 뷰 기능의 응용과 데이터서비

스의 산업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백 수

십 개에 달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멀티 뷰 영상을 생성

하는 방법과 멀티 뷰 영상을 데이터서비스가 활용하

기 위한 부가정보를 정의한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방

송 국제표준인 DVB에 정합되는 멀티 뷰 영상의 송출

방법과 멀티 뷰 영상의 부가정보 전송 방법을 기술하

고 제5장에서 데이터서비스가 멀티 뷰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의 미들웨어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본 방법을 활용하여 구현될 수

있는 데이터서비스의 응용 예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2. 관련 산업 및 기술 동향

2.1 디지털방송의 멀티 뷰 영상 응용

디지털방송에서의 멀티 뷰 활용의 주된 목적은 시

청자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의 사용자경험을 향상시키

는 데 있는데 초기 대표적 응용으로 모자이크형 프로

그램가이드을 꼽을 수 있다[9]. 모자이크형 프로그램

가이드는 기존 텍스트 위주의 프로그램가이드에 비해

방송프로그램의 영상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어

방송프로그램 탐색 및 선택 작업의 사용자경험을 높

였지만 프로그램가이드 목적에 한정되어 방송사 입장

에서 지출해야 할 솔루션 구축, 특허 비용 등을 고려

할 때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디지털방송은 디지털 압축 기술로 늘어난 방

송대역의 활용 방안으로 서너 개의 방송프로그램 영

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멀티 뷰 방송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1). LGU+는 특정 카테고리 방송 (예: 스포츠,

홈쇼핑, 지상파)에 대해서 4개 방송프로그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U+TV G 4채널 서비스를 선보였고[5] K

T 올레TV는 2012 프로야구 멀티앵글 서비스를 시작

으로 시청자가 다양한 시점의 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편파중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6]. 해외에서도 멀

티 뷰 방송서비스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AT&T의

U-verse 서비스, 디스커버리 채널의 The Detonators

1) 멀티 뷰 방송서비스는 별개의 방송프로그램들로 구성되

는 일반적 멀티 뷰 방송서비스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에 대

해서 다양한 시점으로 촬영된 영상들로 구성되는 멀티 앵글

방송서비스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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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부가서비스, MLB 포스트 시즌, DirecTV

의 US Open&NCAA 등을 멀티 뷰 (멀티 앵글 포함)

방송서비스의 사례로 들 수 있다[9,10].

이런 멀티 뷰 방송서비스는 디지털방송 기술의 발

전과 더불어 방송 시청의 사용자경험과 개인화 개념

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의해 그 응용 분야가 지속적으

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데이터서비스 현황

데이터서비스는 초기에 방송통신융합의 정수로 방

송, 게임, 상거래 산업계 등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발

전할 것으로 기대를 받으면서 게임과 같은 오락형 서

비스, 날씨정보와 같은 정보 제공형 서비스, 그리고

증권거래와 같은 상거래형 서비스 등이 개발되었다.

초기 디지털방송의 데이터서비스는 방송사업자의 수

익모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방송망을 통해서 전송했으나 방송망의 용량

제약 및 고비용 문제로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근래에는 방송망과 인터넷 망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데이터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12].

그러나 디지털방송 시대 초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

던 데이터서비스는 안타깝게도 TV리모컨이라는 사용

자인터페이스의 한계와 기존 방송프로그램과의 경쟁

상황에서 시청자들 사이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형성할

수 있는 킬러 서비스의 부재로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기대 부응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3]. 이 에, 데이터서비스 관련 전문가들은 데이터서비

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서비스가 방송프로

그램과 경쟁하는 구도를 탈피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시

청을 보다 흥미롭게 또는 유익하게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방송프로그램과 상호 시너지를 발생하는 관

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8].

본 논문은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들이 자신의 기능에

방송프로그램의 영상들을 멀티 뷰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방송프로그

램 시청 활동에 시너지를 유발하는 데이터서비스들의

출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멀티 뷰 영상 구성 및 부가정보

3.1 멀티 뷰 영상의 구성

멀티 뷰 영상은 멀티뷰어 장비를 활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데 현재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의 영상 프

로그램 개수가 백 수십여 개인 점을 감안할 때 하나

의 풀(Full) HD 영상 (해상도: 1920* 1080)에 멀티 뷰

영상을 생성하여 보내게 되면 멀티 뷰 영상을 구성하

는 하나의 방송프로그램 (이후 ‘구성프로그램’으로 지

칭) 영상의 해상도가 데이터서비스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데이터

서비스가 TV 화면의 1/16 크기의 방송프로그램 영상

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멀티 뷰 영

상을 두 개의 풀 HD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설계했

다2). ((그림 1) 참조.)

(그림 1) 멀티 뷰 영상 구성 시스템 구조

일련의 멀티뷰어들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비디오

데이터들은 두 개의 멀티 뷰 영상으로 구성되고 (각

멀티 뷰 영상은 100개의 격자 형태로 구성프로그램들

의 영상들의 포함) 이 멀티 뷰 영상들은 비디오 인코

더를 통해 MPEG-2 비디오 형식으로 인코딩되어 수

신단말기의 데이터서비스에서 탐색할 수 있는 두 개

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3). 멀티 뷰 메타데이터 생

2) 요즘 디지털방송사가 운영하는 190여 개 방송프로그램

영상을 두 개의 풀HD 멀티 뷰 영상에 구성할 경우 각 구성

프로그램 영상은 192*108 해상도를 갖게 됨.

3) 멀티 뷰 영상들은 DVB에서 정의하는 비디오만으로 구성

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전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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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는 멀티 뷰 영상의 구성프로그램 영상들의 좌표

데이터와 구성프로그램의 채널번호/이름, 이벤트4) 이

름, 방송시간, 시놉시스 등의 데이터를 디스크립터 형

태로 구성하여 PSI/SI 생성기로 전송한다. PSI/SI 생

성기는 멀티 뷰 영상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를 PAT(Program Associate Table)와 PMT(Progra

m Mapping Table)에 기술하여 방송수신기가 멀티 뷰

영상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고 디스크립터들을 PMT

와 EIT-P에 삽입하여 프로그램가이드 데이터서비스

가 관련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제4장 참조)

3.2 멀티 뷰 영상의 부가정보

데이터서비스가 멀티 뷰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가정보를 정의하여 전송한다.

l 멀티 뷰 프로그램 ID: 멀티 뷰 영상이 전송되는

프로그램 추출 정보로서 멀티 뷰 영상을 담고 있

는 프로그램 ID.

l 구성프로그램 영역정보: 구성프로그램들의 멀티

뷰 영상 내 사각형태의 영역정보.

l 채널정보: 구성프로그램들이 방송되는 채널번호와

채널이름.

l 이벤트정보: 구성프로그램의 현재 상영 중인 이벤

트 이름, 상영시간, 시놉시스 등

l 오디오 정보: 구성프로그램들의 오디오 스트림 추

출정보.

l 튜닝정보: 구성프로그램이 실제 방송되고 있는 채

널로의 튜닝 정보

상기 정보들의 표현 방식과 전송방법은 4.2절에서

소개한다.

4. 멀티 뷰 영상 및 부가정보의 전송

4.1 프로그램 및 부가정보 전송 방법

4) 디지털방송 표준인 DVB에서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제공

하는 관련된 비디오와 오디오 묶음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

고 (예: OCN 프로그램, KBS 방송 프로그램 등) 한 프로그

램 내 특정 시간대 구분을 이벤트라 정의한다 (예: 아바타,

KBS 9시 뉴스 등).

디지털방송의 국제표준인 DVB[13]는 비디오와 오

디오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추출 정보를 디지털방송의

부가정보 전송 규약인 SI (Service Information)[14]에

서 정의하고 있는 PAT와 PMT를 통해 전송한다. PA

T는 프로그램들의 고유 ID (Program ID)와 각 프로

그램의 PMT를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고 P

MT는 특정 프로그램의 비디오와 오디오 스트림을 추

출할 수 있는 스트림 ID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데

이터서비스는 PAT와 PMT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

해서 특정 프로그램의 비디오, 오디오를 추출하여 활

용할 수 있다. 이 외도 SI는 방송프로그램정보를 전송

하기 위한 SDT (Service Description Table), 방송프

로그램들의 시간대 별 이벤트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EIT (Event Information Table) 등의 테이블들을 정

의하고 ‘디스크립터 (Descriptor)’라는 개념으로 방송

사의 임의의 정보를 SI 테이블 내부에 포함시켜 전송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방송사는 프

로그램 별 인기순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Rank_Desc

riptor()라는 디스크립터를 정의하고 이를 PMT에 포

함시켜 전송할 수 있다.

4.2 멀티 뷰 영상 프로그램과 부가정보의 전송

방송사는 두 개의 특정 프로그램 ID를 할당하고 이

프로그램 ID로 구분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 멀티 뷰 영상들을 수신단말기로 전송하는데 멀티

뷰 영상의 구성프로그램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

가정보를 디스크립터로 정의하여 PMT에 포함시킨다

(그림 2 참조).

(그림 2) 멀티 뷰 영상 프로그램 전송 정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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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서비스는 미리 약속된 프로그램 ID를 기반

으로 PAT로부터 멀티 뷰 영상 비디오의 스트림 ID

정보가 담겨있는 PMT들을 찾고 PMT의 비디오 스트

림 ID로 멀티 뷰 영상을 추출하여 활용한다. 또한, P

MT에 포함되어 있는 디스크립터를 추출하여 멀티 뷰

영상의 구성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 이름, 영

역정보, 구성프로그램의 실제 방송채널 튜닝 정보 등)

를 자신의 기능 구현에 사용한다.

<표1>에서 정의한 멀티 뷰 영상의 부가정보는 크

게 멀티 뷰 영상의 구성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와 그

구성프로그램에서 현재 방송 중인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로 구분하여 각각 Multiview_Program_Descr- ip

tor와 Mutiview_Event_Descriptor에 기술된다.

Multiview_Program_Descriptor는 PMT에 포함되

어 전송되며 <표2>와 같은 문법을 갖는다. number o

f program은 멀티 뷰 구성프로그램의 개수 (N)를 나

타내며 program number는 구성프로그램의 고유 ID,

program logical ID는 그 프로그램의 실제 방송을 시

청할 수 있는 채널 번호를 나타낸다. program name l

ength는 프로그램 이름의 길이 (M)를 나타내며 rect_

x1부터 rect_y2까지는 구성프로그램이 멀티 뷰 영상

내 존재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related TS ID와 relate

d PMT ID는 구성프로그램이 실제 방송되는 프로그

램으로 튜닝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audio str

eam ID는 구성프로그램이 포커스를 받을 때 출력되

어야 할 오디오 스트림의 고유 ID이다.

<표2>는 Multiview_Event_Descriptor의 문법을

보여준다.

<표 2> Multiview_Event_Descriptor 문법

number of programs와 program ID는 <표1>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며 event name length는 현재 상영

되는 이벤트 이름의 길이 (M)을 나타낸다. start time

은 이벤트의 시작시각을 의미하며 duration은 방송길

이를 나타낸다. description length는 이벤트의 간략한

설명 (시놉시스)의 길이 (L)를 나타내며 char은 시놉

시스 기술에 사용되는 문자들이다.

Multiview_Event_Descriptor는 EIT-P (EIT- Pese

nt)라는 테이블에 포함되어 전송되는데 EIT-P는 현

재 방송되는 이벤트의 이름, 이벤트 방송시간, 이벤트

시놉시스 등의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SI 테이블이다.

5. 멀티 뷰 영상의 수신 환경

데이터서비스의 멀티 뷰 영상 활용 기능은 방송수

신기에 장착된 비디오 디코딩 칩셋(Chip-Set)의 비디

오 고속편집기능을 활용한다. 비디오 고속편집기능은

스트림으로 전송되는 영상의 특정 영역을 추출(Clippi

ng)하고 크기를 조절(Scaling)하여 TV 디스플레이 특

정 영역으로 이동(Transiting)하여 출력할 수 기능으

로서 현재 방송수신기에 사용되는 주요 칩셋인 Braod

caom과 STMicroElectronics사의 모든 칩셋 모델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본 멀티 뷰 영상 활용 기능이

방송수신기로 인해 제약되는 경우는 없다.

<표 1> Multiview_Program_Descriptor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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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디오 디코딩 칩셋의 비디오 고속편집

기능을 데이터서비스가 수월하게 활용하도록 자바 A

PI로 랩핑하여 미들웨어 레벨로 제공하였다. 해당 AP

I는 추출할 소스 비디오 영역과 추출한 영상을 출력할

영역을 지정하는 두 개의 사각영역과 출력될 영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스케일을 인자로 받는다. ((그림 3)

참조)

(그림 3) 디코딩 칩셋의 고속편집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API

6. 멀티 뷰 영상의 응용

데이터서비스가 본 논문의 멀티 뷰 영상 활용 방법

을 사용해 구현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

다.

l 다 수개의 방송프로그램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어

백 수십 개의 방송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신속하

게 직관적이고 신속한 프로그램 인지와 선택을 가

능하게 함.

l 멀티 뷰 영상의 부가정보 (SI 테이블의 디스크립

터로 전송)를 활용해 구성프로그램들의 영상 외에

텍스트 기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함.

l 멀티 뷰 영상의 구성프로그램 영상들에 대해서 스

케일 제어와 TV 화면 내 출력될 위치 제어를 통

한 자유로운 사용자인터페이스 구성을 가능하게

함.

l 멀티 뷰 영상의 구성프로그램이 실제 방송되는 채

널로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자연스런 방송프로그

램 시청 유도 기능 구현을 통한 방송사업자의 프

로모션 사업모델을 지원할 수 있음.

위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데이터서비스로 프로그램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그리드 (Grid) 형식의

텍스트로 방송프로그램 상영 시간을 알려주는 프로그

램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를 리모컨을 조작하여

프로그램 영상들을 스마트폰의 커버플로우 (Cover flo

w)처럼 서핑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선택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멀티 뷰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램가이드 UI 예

7. 결 론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방송의 방송프

로그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소비적 작업으로 변

한 시청자의 채널 서핑 작업을 지원하는 연구가 다각

도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다 수개의 방송프로그램의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어 채널 탐색의 직관성을 유지

하면서도 채널 서핑 작업의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디

지털방송에 멀티 뷰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와 그 응용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표적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로 각광을

받으며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이터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된 서

비스로 발전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멀티 뷰 활용 방법을 제안했다. 본 방법은 백 수십 개

의 방송프로그램 영상들을 멀티 뷰 영상으로 구성해

방송수신기에 전송하는 방법과 데이터서비스 입장에

서 이 멀티 뷰 영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가

정보들을 정의하고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멀티 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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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활용하는 데이터서비스의 개발을 용이하게 지원

하는 방송수신기의 미들웨어를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멀티 뷰 기능은 특히 시청자가 방

송프로그램 영상을 직접 보면서 채널을 선택하는 가

장 일반적인 채널 서핑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는 채널 서핑 시간 (디지털

방송에서 채널 튜닝 시간은 대략 0.7∼1초가량)을 단

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가이드 형태의 데이터서비스

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서비스가 멀티 뷰

영상의 특정 영역을 잘라내어 화면에 출력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은 1/30∼1/20초로서 이 시간이 1초에 이르

는 채널 재핑 시간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개의 프로그램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욱 빠른 채널 선택의 효과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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