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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방송 시대가 정착되면서 방송프로그램 시청에만 활용되던 TV가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매체로 발

전하였다. 이는 시청자의 TV이용 행태도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태도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광고 시장은 매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광고의 제공 형

태와 시청자의 광고 소비행태에 변화를 유발하게 되며, 방송 산업은 데이터서비스의 가능성을 광고시장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짧은 노출 시간과 정보 표현 공간 부족의 한계를 안고 있는 ID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와 관련된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서비스의 사용 시나리오와 사용자인터페

이스를 설계하고, ID 광고의 유형별로 정의된 부가정보를 데이터서비스에 공급하는 국제 디지털방송 표준 DVB 기반의 방법

을 개발하였다.

A Design of a Data Service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of ID Advertising

Kwangil KO*

ABSTRACT

As the digital broadcasting era settled in, the TV, which was only used to watch broadcast programs, developed as a

medium for operating various data services. This means that an environment, in which the viewers' TV usage behavior c

an be changed from a passive attitude to an attitude of actively consuming the media,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adv

ertising market is an industry that is heavily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media, these changes causes changes in the for

m of advertising and the advertising consumption behavior of viewers. In this environment, the broadcasting industry need

s to think about the new growth strategy that links the possibility of data service with the advertisement market. In this

study, we designed a data service that provides supplementary information of an ID advertisement, which has the weakne

ss of short exposure time and shortage of information expression space. Specifically, we have designed the usage scenario

and user interface of the data service and developed a method, based on the international digital broadcasting standard DV

B, that provides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defined by the type of ID advertisement to the dat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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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V방송의 ID 광고의 예

1. 서 론

광고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광고학회[1]에 의하면 광고란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비대면적인 의사전달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방송 산업은 방송프로그램 유통

시장과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거래하는

광고 시장이 공존하는데 이 광고 시장의 수익으로

인해 시청자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고 시장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 또는 매체의

기술 발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다. 현대경

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매체별 광고비 비중은

신문의 경우 1991년 44.3%에서 2009년 23%로 줄

었으며 2020년에는 1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되는 반면, 케이블 TV는 1995년 1%로 시작하여

2009년 19%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에는 26.6%까

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IPTV와 같은

뉴미디어는 2020년까지 6.2%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2].

디지털방송 기술이 정착함에 따라 TV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매체에서 다양한 데이터서비

스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이

에, 시청자의 방송시청 시간 점유를 방송프로그램

외의 데이터서비스 활용 기회로 분산시켜 방송프

로그램과 방송 광고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라는 우려도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

는 역으로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행태가 수동적 태

도에서 능동적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광고가 스마트해지면서 방송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TV는 대표적인 수동적 미디어 매체이었으나

디지털방송 기술로 양방향 미디어 매체의 도입,

인터넷 TV 포털의 등장, 애플리케이션 운영과 인

터넷 환경을 지원하는 스마트TV의 출현 등으로

수동적이었던 TV 시청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광고의 제공 형태와 시청자

의 광고 소비 행태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

에 그간 광고를 매개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콘

텐츠를 제공해 온 방송 산업은 데이터서비스의 가

능성을 광고시장으로 연계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TV 자막광고 유형 중에 하나

인 ID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와 관련된 부가정보

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를 고안하였

다. ID 광고란 방송국이 자신의 명칭을 고지하는

영상을 10초 동안 송출할 때 영상 하단에 이미지

형태로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그림 1) 참고). I

D 광고는 A/V 동영상으로 구성된 일반 방송프로

그램 광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노출 시간도 짧고 크기도 TV 화면의 1/4이상

을 차지하지 못하는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

제 광고주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런 ID 광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광고와 연관된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를 설계하였고 본 데이터서비스에 I

D 광고의 부가정보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ID

광고의 대표적 유형별로 부가정보를 정의하고 그

부가정보를 국제 디지털방송 표준인 DVB (Digita

l Video Broadcasting)[3]의 SI (Service Informa

tion) 프로토콜[4]로 전송하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방송시대를 맞이하여 단말기

제조업체와 프리미엄 방송망 제공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 기존 광고와 데이터서비스의 결

합을 통한 콘텐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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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설 명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참여하여 본 방
송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

토막광고

(SB)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

자막광고
(ID, 곧이어)

방송순서고지(곧이어), 방송국명칭고
지(ID) 시 화면 하단에 방송되는 자

막형태의 광고

시보광고 현재시각 고지 시 방송되는 광고

간접광고

(PPL)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

로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CG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표 1> TV방송 광고 유형 (지상파 방송 기준)

2.1 TV광고 산업 동향

TV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각과 청각을 다

양하게 활용하여 창의적인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TV 광고의 장점을 활용하면

고급 상품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

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5]. 2016년 한국 온

라인 광고협회에 의하면 광고의 효과를 분석하는

항목들 중 신뢰도, 관심도, 몰입도, 구매 이용 결

정 등에서 TV 광고가 가장 효율적인 매체로 나타

났다. 하지만 근래 상세한 제품의 정보습득을 통

해 가성비를 비교하고 나서 구매로 이어지는 소비

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TV광고는 즉각적인 반응

과 매출연계성 항목에서 PC와 모바일 광고에 뒤

처지고 있다[6]. 그 결과, 광고 시장 규모에서 201

6년 방송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4조

1325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 TV

매출액이 1조 6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어

들며 방송광고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

했다. 비록 2017년도에는 매출액이 증가추세로 전

환되었지만 2016년 대비 0.2% 성장이라는 미미한

결과에 그쳤다[7]. 이와 같은 상황은 광고수익이

매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 산업 입장에

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표 1>은 TV 방송 광고의 유형을 정리한 것

이다. ID 광고는 ‘곧이어’ 광고와 더불어 자막 광

고 범주에 포함된다. 곧이어 광고는 다음 방송프

로그램을 고지할 때 노출하는 이미지 형태의 광고

로서 ID 광고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

의 내용이 적용가능하다.

2.2 데이터서비스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방송신호에 A/V 신호 외

에 디지털 데이터도 전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T

V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데이터서

비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3년 스카이라이프 (S

kylife)가 ‘스카이터치’라는 브랜드로 데이터서비스

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였으며 2006년부터 지상

파와 케이블방송으로 데이터서비스의 상용화가 확

산되었다. 초기 데이터서비스는 간단한 게임들과

날씨정보와 같은 정보제공형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방송 수신기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T-커

머스, 노래방과 같이 다양하게 발전되었다[8].

데이터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동작과 음성인

식 기능으로 데이터서비스 조작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9,10,11]과 시청자들의 방송프로

그램에 대한 흥미를 데이터서비스로까지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12,13,14] 등이 연구되었는데

아직까지 EPG (전자프로그램가이드)와 VOD (주

문형 비디오) 외는 주목할 만한 데이터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데이터서비스의 ‘킬러 (Kille

r) 응용’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는 방송프로그램이 없는 독립적인

가상의 채널에서 운영되는 ‘독립형’ 서비스 (예: T

V포털 서비스)와 방송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운영

되는 ‘연동형’ 서비스 (예: 축구경기 선수 프로필

제공 서비스)로 구분되며, 특정 채널에서만 실행

가능하여 타 채널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운드’ 서비스와 일단 실행되면 시청자가 종료하

지 않는 한 채널 이동에도 종료되지 않는 ‘언바운

드’ 서비스로 구분된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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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이터서비스의 기본 사용자 시나리오

3. 본론: ID 광고용 데이터서비스 설계

3.1 데이터서비스 사용자 시나리오

본 데이터서비스는 ID 광고가 TV 하단에 노출

될 때 활성화되어 현재 ID 광고와 연동된 데이터

서비스가 존재함을 TV 화면에 표시한다. 일반적

인 데이터서비스의 존재 표시 방법은 리모컨의 특

정 컬러 버튼으로 데이터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는 공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 데이터서비스는 리

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라는 표시를 보여주었다.

시청자가 ID 광고 시간 내 (일반적으로 10초

이내)에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서비

스의 초기화면이 출력된다. 초기화면은 ID 광고의

부가정보로 구성되며 정보의 내용과 화면 구성은

광고주와 상의하여 설계된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

광고라면 건강식품의 효능, 가격, 세일 이벤트, 주

문 연락처 등을 보여주고, 축제 광고라면 축제 장

소, 주제, 기간, 교통편 등을 보여줄 수 있다.

데이터서비스는 정보의 양에 따라 초기화면 외

에 여러 개의 화면들을 가질 수 있는데 시청자는

리모컨의 좌우 또는 상하 버튼을 통해 데이터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화면들을 순회할 수 있고 종료

(나가기)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데이터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ID

광고가 시작한 후 10초가 지나 광고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일단 실행된 데이터서비스는 자동 종

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서비스를

설계한 이유는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데이터서비스

를 실행한 상태에서 비의도적인 종료는 데이터서

비스에 대한 사용자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그림 2)는 본 데이터서비스의 기본

사용자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3.2 사용자인터페이스

데이터서비스의 사용자인터페이스는 시청자들

의 TV 시청의 주된 목적이 방송프로그램 시청인

점과 소프트웨어 조작에 불편한 리모컨이 활용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계에 제약을 받는다. [17]

에 의하면 데이터서비스 화면은 TV 화면의 1/3을

넘지 않고,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깊이를 3단계 이

하로 하며 언제든지 한 번의 리모컨 조작으로 데

이터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I

D 광고는 TV 화면의 1/4을 넘지 않기 때문에 데

이터서비스의 화면이 1/3로 설계될 경우 데이터서

비스의 화면이 자연스럽게 ID 광고를 가리는 효

과를 가지며 ID 광고 노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데

이터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ID 광고가 다시 노

출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데이터서비스의

모든 화면은 TV 화면의 1/3 크기로 설계하였다.

ID 광고가 노출되고 있을 때 연관된 데이터서

비스의 존재와 실행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지

는 리모컨의 빨간 색 버튼의 아이콘과 ‘광고 상세

정보 보기’라는 간단한 문구를 사용하였다. 시청자

가 리모컨의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서비스

의 초기화면이 출력된다. 초기화면을 포함하여 데

이터서비스의 모든 화면은 ID 광고의 부가정보를

보여주는 광고 정보 영역과 화면 내비게이션을 위

한 버튼 정보와 종료를 위한 버튼 정보를 보여주

는 조작 정보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종료 버튼 정

보는 초기화면을 포함하여 모든 화면에 존재하도

록 하였으며 한 번의 리모컨 조작으로 데이터서비

스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종료 확인을 되묻는

팝업 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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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서비스의 사용자인터페이스

3.3 ID 광고 유형별 부가정보 정의

ID 광고는 최대 10초라는 엄격한 시간 제약을

갖고 있으며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 시청 외에 많

은 시간을 데이터서비스에 할애한다는 보장이 없

기 때문에 데이터서비스는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

에 따라 핵심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보여줘야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ID 광고의 유형을 크게

‘상품 광고형’, ‘업체 홍보형’, ‘행사 홍보형’으로 구

분하고 각 유형별 주요 부가정보를 미리 정의하여

데이터서비스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l 상품 광고형 부가정보 정의

상품 광고형의 광고 대상은 각종 가전제품, 식

음료 뿐만 아니라 여행사의 여행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 광고형의

부가정보를 상품명, 업체명, 가격정보, 홍보 문장,

그리고 보다 상세한 정보 취득이 가능한 인터넷의

URL 주소 등으로 정의하였다.

<상품 광고형 정보>::= <상품명>+<업체명>+<가격>+<광고 

문장>+<관련 사이트>

<상품명>::= 문자열

<업체명>::= 문자열

<가격>::= 문자열  // 통화 단위를 포함한 상품의 금액 

<광고 문장>::= 문자열

<관련 사이트>::= 문자열  // 인터넷 URL 주소

l 업체 홍보형 부가정보 정의

업체 홍보형의 광고 대상은 기업체, 대학교, 정

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될 수 있으며 주로

기업 또는 기관의 존재를 노출함으로써 브랜드 형

성의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업체 홍보형

의 부가정보를 업체명, 홍보 문장, 위치, 연락처,

그리고 관련 인터넷의 URL 주소 등으로 정의하

였다.

<업체 홍보형 정보>::= <업체명>+<홍보 문장>+<위치>+

<연락처>+<관련 사이트>

<기관명>::= 문자열

<홍보 문장>::= 문자열

<위치>::= 문자열

<연락처>::= 문자열  //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문자열  // 인터넷 URL 주소

l 행사 홍보형 부가정보 정의

행사 홍보형의 광고 대상은 각종 지역 축제, 아

파트 분양 공고, 가수나 마술사 등의 공연 이벤트

등이 될 수 있으며 행사의 위치, 행사 기간, 주최

자와 출연진, 그리고 문의처의 노출이 중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행사 홍보형의 부가정보를

행사명, 행사 장소, 행사 기간, 주최자, 출연진, 홍

보 문장, 전화 연락처, 그리고 관련 인터넷의 UR

L 주소 등으로 정의하였다.

<행사 홍보형 정보>::= <행사명>+<홍보 문장>+<장소>+

<기간>+<출연진>+<주최자>+<문의처>+<관련 사이트>

<행사명>::= 문자열

<홍보 문장>::= 문자열

<장소>::= 문자열

<기간>::= <개시기간>+<종료기간>

<개시기간>::= 문자열  // 행사의 시작 연도, 월, 날짜, 시, 분

<종료기간>::= 문자열  // 행사의 종료 연도, 월, 날짜, 시, 분

<출연진>::= (문자열)*

<주최자>::= 문자열

<문의처>::= 문자열 //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문자열 // 인터넷 URL 주소

3.4 데이터서비스 정보공급 방식

데이터서비스에서 사용될 ID 광고의 부가정보

는 디지털방송 국제표준인 DVB에서 정의한 SI

테이블들을 활용하여 데이터서비스에 제공한다. S

I는 부가정보 전송을 위한 테이블 형태의 프로토

콜로서 부가정보의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테이

블들을 설계하였다. 예를 들면, SIT (Service Info

rmation Table)는 방송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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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yntax Bits
1 Company_Advertising_Descriptor( ) {
2     descriptor_tag 8 
3     descriptor length 16 
4     company_name_length 8
5     for (i = 0; i < N1; i++)
6         char 8
7     advertising_sentence_length 8
8     for (i = 0; i < N2; i++)
9         char 8
10     site_length 8
11     for (i = 0; i < N3; i++)
12         char 8
13     tel_number_length 8

<표 3> 업체 홍보형 부가정보 디스크립터

(일반적으로 KBS, MBC와 같은 채널 개념)에 대

해서 서비스 명, 서비스 제공업체, 암호화 여부 등

의 정보를 전송하고, EIT (Event Information Ta

ble)는 서비스가 방송하는 이벤트들 (일반적으로

무한도전, 1박2일과 같은 방송프로그램 개념)의

이벤트 명, 이벤트 방송시간, 그리고 시청연령 등

의 정보를 전송한다.

SI의 테이블들은 ‘디스크립터 (Descriptor)’라는

개념으로 방송국이나 서비스 제공업체 (PP: Prog

ram Provider)가 임의로 정의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제

공자는 Weekly_Event_Rank_Descriptor( )라는

디스크립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서비스에서 방송하

는 이벤트들의 한 주간 인기순위 정보를 담고 이

를 SI 테이블들 중 하나 (예: SIT)에 포함시켜 디

지털방송 수신기로 전송할 수 있다.

N 비트

1 Goods_Advertising_Descriptor( ) {
2     descriptor_tag 8 
3     descriptor length 16 
4     goods_name_length 8
5     for (i = 0; i < N1; i++)
6         char 8
7     company_name_length 8
8     for (i = 0; i < N2; i++)
9         char 8
10     price_length 8
11     for (i = 0; i < N3; i++)
12         char 8
13     advertising_sentence_length 8
14     for (i = 0; i < N4; i++)
15         char 8
16     URL_length 8
17     for (i = 0; i < N5; i++)
18         char 8
19 }

<표 2> 상품 광고형 부가정보 디스크립터

EIT는 사용 목적에 따라 EIT-S (EIT-Schedu

led), EIT-P (EIT-Present), EIT-F (EIT-Follo

wing)로 구분된다. EIT-S는 방송국이 관리하는

모든 서비스들에 포함된 2~3일간의 이벤트 정보를

전송한다. EIT-P는 현재 방송되는 이벤트의 정보

를 전송하고 EIT-F는 현재 방송 중인 이벤트 다

음에 방송될 이벤트의 정보를 전달한다. EIT-P는

짧은 주기 (보통 500ms 이내)로 반복 전송되기

때문에 이벤트와 시간적으로 민감하게 연동된 정

보를 전송할 때 유리하고 이벤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ID 광고의 짧은 노출 시간 제약에

의해 ID 광고 시작 후 신속하게 부가정보를 처리,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서비스의 특징을 감안하여

광고의 부가정보를 담은 디스크립터들을 EIT-P

에 실어 데이터서비스에 제공하는 방법을 설계하

였다. 다음의 <표 2>부터 <표 4>는 각각 상품

광고형, 업체 홍보형, 행사 홍보형 ID 광고의 부가

정보를 담기 위한 디스크립터들을 정의한 것이다.

4. 결 론

대표적인 수동적 미디어 소비 매체인 TV가 방

송프로그램만 시청하던 매체에서 양방향 미디어

매체 도입, 인터넷 활용 TV 포털 등장, 애플리케

이션 운영 환경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한 매체로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시청자의 TV이용 행태도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태도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광고

시장은 매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산

업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광고의 제공 형

태와 시청자의 광고 소비행태에 변화를 수반한다.

즉, TV가 데이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으로 발전하고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 행태가 능동

적으로 변함에 따라 방송 산업은 데이터서비스의

가능성을 광고시장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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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or (i = 0; i < N3; i++)
15         char 8
16     URL_length 8
17     for (i = 0; i < N4; i++)
18         char 8
19 }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ID 광고를 대상

으로 ID 광고의 특성 상 (짧은 노출 시간과 정보

표현 공간의 부족)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를 설계하였다. 구

체적으로 데이터서비스의 사용 시나리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ID 광고의 유형별로 부가

정보를 정의하여 데이터서비스에 공급하는 국제

디지털방송 표준 기반의 방법을 개발하였다.

N Syntax Bits
1 Event_Advertising_Descriptor( ) {
2     descriptor_tag 8 
3     descriptor length 16 
4     event_name_length 8
5     for (i = 0; i < N1; i++)
6         char 8
7     advertising_sentence_length 8
8     for (i = 0; i < N2; i++)
9         char 8

10     site_length 8
11     for (i = 0; i < N3; i++)
12         char 8
13     open_time_length 8
14     for (i = 0; i < N4; i++)
15         char 8
16     close_time_length 8
17     for (i = 0; i < N5; i++)
18         char 8
19     cast_number 8
20     for (i = 0; i < N4; i++) {
21         cast_name_length 8
22         for (j = 0; j < N5; j++) 
23             char 8
24     }
25     host_name_length 8
26     for (i = 0; i < N6; i++)
27         char 8
28     tel_number_length 8
29     for (i = 0; i < N3; i++)
30         char 8
31     URL_length 8
32     for (i = 0; i < N4; i++)
33         char 8
34 }

<표 4> 행사 홍보형 부가정보 디스크립터

본 연구는 ID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I

D 광고뿐만 아니라 곧이어 광고와 같은 모든 자

막 광고에 적용가능하다. 자막 광고는 일반 방송

프로그램 광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여 중소기업

이나 기관이 활용하기에 유리하며 이러한 이유로

방송사들이 고민하는 광고의 ‘롱테일 (Long-tail)’

전략에 적합한 광고 유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런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자막 광고와 데이터서

비스의 결합을 통한 방송 콘텐츠 시장의 성장 가

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아직까

지 EPG와 VOD 외의 주목할 만한 응용 분야를

찾지 못하는 데이터서비스 산업에 일말의 방향성

을 제시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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