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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T-DMB)은 국지적인 재난경보 방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

다. 그러나 전파 음영 지역에는 시설 투자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T-DMB 시청이 불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들도 있기에 T-DMB는 제한된 지역과 모바일 디바이스들만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문

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T-DMB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T-DMB 방송을 수신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로 재전송해주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T-DMB 수신이 불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방송을 수신하

여 시청할 수 있으며 제한수신 기능을 통한 단방향/양방향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에 한해

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ABSTRACT

Current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DMB) is conducting .the emergency alert broadcast, or can 
view a variety of broadcasting. However, propagation shadow area is a situation where the service is limited due to 
limitations of facilities investment. In addition, there is the problem of T-DMB broadcasting is for viewing only a 
restricted area and a mobile device because the mobile is also T-DMB viewing device impossible. In this paper, it 
receives a T-DMB broadcasting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T-DMB system, which was studied the re 
transmission to the mobile device. Accordingly, by receiving the broadcast may be watched in the mobile device the 
T-DMB reception impossible. Also provides a one-way/two-way authentication mechanism using a conditional access 
function, and the system was configured so that the user can watch only the registered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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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T-DMB(Terrestial-Digital Multimedia Broad- 

casting) 방송은 방송 수신이 가능한 지역과 모바일 디

바이스에 한해서 시청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재해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재난 방송을 수신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각지

대 또는 음영 지역이 없도록 방송 수신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더라도 방송 수

신이 불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있다. 이러한 디바

이스들이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T-DMB 방

식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문제점은 

해결하기 어려운 반면에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한 문제

점은 통신 방법을 수정하거나 다른 디바이스 모듈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DMB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송 수

신 방식을 수정한 기술 및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한수

신 기능을 탑재한 수신 칩을 통해 T-DMB 방송을 수신

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로 재전송하는 방식이다. Wifi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김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력 사용량을 줄인 상태로 스트리

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드를 통해 사용시간을 증대시

킬 수 있다. 또한 프레임 전송 지연을 보장하여 실시간

성을 증대시켰다. 이로 인해 T-DMB 방송 수신이 불가

능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대해 T-DMB 방송 수신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관련 연구

2.1. DMB

DMB는 디지털 방송의 일종으로써 유럽의 디지털 라

디오 방송규격인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에 

동영상 전송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DMB는 지상파 전파

를 이용하는데 이로 인해 DMB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음영 지역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DMB 방송 수신을 가능하게 한

다. 현재 지상파 DMB에서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

의 실시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지상파 DMB의 경

쟁 모바일 방송이라 할 수 있는 DVB-H, MediaFLO, 

ATSC M/H  등에서는 실시간 방송 외에 비실시간 서비

스가 가능하나 지상파 DMB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 기준

이 없어 비실시간 서비스의 구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1-3].

2.2. T-DMB

T-DMB는 사용자가 이동하더라도 모바일 디바이스

로 방송을 수신 받을 수 있는 향상된 DMB 기술이다. 

유럽의 DVB-H, 미국의 Media-FLO 및 ATSC-M/H, 일

본의 ISDB-T 등과 비슷한 방식이다. T-DMB는 다른 방

송 통신 기술보다 네트워크 설치비용이 저렴하지만 주

파수 대비 가용 채널수가 적어 다양한 데이터 및 비디

오 서비스의 추가 제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T-DMB의 기술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로 

Advanced T-DMB가 있다. T-DMB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경보서비스 메시지에 KBS의 

재난관리서버로 전달하고 KBS는 이를 자사의 T-DMB 

채널로 전송한다. T-DMB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무

관한 사용자에게도 재난의 내용이 전달되어 방송 시청

에 방해가 되는 단점이 있다[4-6].

2.3. 재난경보 서비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이나 

폭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자연재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대중에게 사전에 자

연재해에 대해서 예고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

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로 방

송을 수신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며 DMB, T-DMB 기술

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DMB와 T-DMB 기술은 특

정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방송 수신이 되지 않는 문제점

이 존재한다.

Ⅲ.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서 다룬다. 그림 1

은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제안 시스템은 T-DMB 수신이 불가능한 모바일 디바

이스를 위해 T-DMB to Wifi Dongle 수신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Wifi를 통해 T-DMB 방송을 수신하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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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Architecture

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방송을 전송하게 된다. T-DMB 

방송을 수신한 뒤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수신 모듈과 배터리 충전 기능을 

수행하는 충전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T-DMB 수신모듈이 T-DMB 방송을 수신한 뒤 

Transcoder를 통해 데이터를 변환한 뒤 Wifi 송신모듈

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한다. Wifi 송신모듈은 전송

받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USB 잭을 통해 사용자의 모바

일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구조이다.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경우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는 

것을 감안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배터리 충전 모듈을 구현하였다. 배

터리 충전 모듈은 배터리 충전이 과부하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사용

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보안 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는 전송 기기의 소프트웨어 구성도이다.

Fig. 2 System Software Architecture of Send Device

전송 기기의 소프트웨어는 Control Application, OS, 

Media Processor로 구성되어 있다. Control Application

은 배터리 감시, Sleep Mode 제어, Wifi 접속 정보 변경 

확인, 미디어 처리, 미디어 파일 처리, 웹 서버 연동 기능 

등을 제공한다. OS는 배터리 감시 기능에 필요한 디바

이스 드라이버와 전원버튼 디바이스 드라이버, T-DMB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제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edia Processor는 T-DMB 수신과 T-DMB 분석, 

MPEG2T 분석부와 Descrambler 등과 같이 영상을 제어

하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은 수신기기의 소프트웨어 구성도이다.

Fig. 3 System Software Architecture of Receive Device

수신 기기의 소프트웨어는 Control Appli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 주파수 테이블, 채널 제어, Wifi 

정보 확인, 미디어 처리, UDP 수신, 미디어 복호화, 미

디어 분석, 미디어 디코딩 기능 등을 제공한다.

Ⅳ. 시스템 구현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시스템의 구현 및  기존 시스템들과 비

교 분석을 기술한다.

4.1. 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술과 디바이스

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술로는 T-DMB to Wifi 전송 

하드웨어와 T-DMB to WIfi 전송 소프트웨어,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위한 수신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그림 4는 제한수신 기능을 탑재한 T-DMB to Wifi 

Dongle 디바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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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DMB to Wifi Dongle Device

4.2. 시스템 구현

그림 5는 T-DMB 디바이스의 메인 화면이고 그림 6

은 T-DMB 디바이스의 채널 검색 화면이다.

Fig. 5 T-DMB Device Main Screen

Fig. 6 T-DMB Device Searching Screen

T-DMB 디바이스에서 채널 검색이 완료되면 해당 

채널의 방송을 T-DMB 수신 모듈에서 수신 하고 사용

자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방송을 송신하게 된다. 그림 7

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T-DMB 방송이 송신되고 T-DMB 수신모듈이 방송

을 수신하게 된다. 수신된 방송을 Wifi 송신모듈로 전송

하는데 전송 방식은 USB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

역폭은 2.402GHz ~ 2.483GHz을 사용한다. 

이와 동시에 USB 잭을 통해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

스로 방송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Fig. 7 System Data Flow

T-DMB 방송이 송신되고 T-DMB 수신모듈이 방송

을 수신하게 된다. 수신된 방송을 Wifi 송신모듈로 전송

하는데 전송 방식은 USB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

역폭은 2.402GHz ~ 2.483GHz을 사용한다. 이와 동시

에 USB 잭을 통해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방송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4.3. 고찰

기존의 T-DMB 관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었다. 이에 반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모바

일 디바이스의 종류에 제한되지 않고 T-DMB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는 기존의 T-DMB 

관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는 제공하지 못했던 기

능이다. 그리고 서비스 접근 제어 보안 칩을 내장한 단

말기를 사용함으로써 T-DMB 콘텐츠 불법 유출을 최소

화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

써 등록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존 T-DMB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모바

일 디바이스로 방송 수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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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B 방송뿐만 아니라 재난경보 서비스를 사용자들

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배

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T-DMB를 

시청하는 시스템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방송 시청 

시간이 길어질 경우 배터리 양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T-DMB 수

신이 불가능했던 모바일 디바이스들도 방송 수신이 가

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과 재난경보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방송 관련 

연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T-DMB 방송을 시청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수가 

증대되고 있지만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과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있다.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은 국가

와 방송국, 통신사가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대한 문제는 T-DMB 관

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DMB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모바

일 디바이스들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T-DMB 방송 수신 방식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 

모듈을 추가하여 T-DMB 방송을 수신한 뒤 사용자의 모

바일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

적 특성을 통해 T-DMB 통신을 직접적으로 수신하지 못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간접적으로 방송을 수신 받

게 된다. 또한 기존 T-DMB 방송 관련 하드웨어나 소프

트웨어에 비해 보안, 전력 사용량 감소, 실시간성 증대, 

배터리 충전과 사용이 동시에 가능한 장점들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

을 검증해야 하고,  Wifi에 의존적인 현재 시스템의 단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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