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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치기반의 eMBMS 연동형 PPL 연구

A Study on the PPL of LTE Location based eMBMS Interoperaion

고 대 화*
  김 인 기** 

 강 민 구***

end  목  차 
1. 서론 동향분석
2. eMBMS 서비스 연계의 분석

3. LTE 위치기반의 PPL서비스 활용분석
4. 고찰 및 결론
 

1. 서  론

<태양의 후예>의 한중드라마 흥행으로 공동제작, 

웹드라마 시장 활성화 등 한류 3.0시대에는 PPL(product 

placement) 간접광고는 TV나 영화 속에 상업적 제품이

나 서비스를 노출시키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1]처럼 LTE-eMBMS 모바일 방송망을 통한 스

마트 단말장치의가 PPL연동 앱을 통한 위치기반의 드

라마 콘텐츠를 연동할 수 있다[1].*

 

[그림 1] eMBMS-LBS기반의 PPL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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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BMS 서비스 연계의 분석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

진, 텍스트 전송을 넘어서 동영상 스트리밍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서비스가 확산 와 동영상 콘텐츠 소비

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eMBMS는 일대다 전송방식인 브로드캐스트

(Broadcast)에 기반 한 것으로 LTE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2].  

eMBMS는 evolved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s란 정의의 서비스로 LTE 이동망에서 Location 

정보인 기지국 GPS동기 신호와 비콘(beacin)과 연계함

으로서 드라마 촬영지영상과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스트리밍 서비스를 연계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2].

[그림 2] 유니캐스트/ 로드캐스트의 eMBMS 분석[2]

(Ericsson(2013), “Delivering content with LTE 

Broadcast”, Ericsson Review,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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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MBMS 기술 특징분석

eMBMS의 핵심이 되는 요소는 서로 다른 기지국에

서 동일한 데이터(콘텐츠)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MBSFN(Multicast-Broadcast Single Frequency Network) 

전송 기술이다. 

MBSFN 기술을 활용하면 서로 인접한 여러 셀에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여러 셀을 하나

의 큰 셀처럼 작동시킬 수 있다.

[그림 3] MBSFN 기술분석[2]

(김 수․문성호(2013), “Evolved-MBMS: 3GPP 

LTE를 한 Mobile IP TV 기술”)

이러한  eMBMS는 LTE Broadcast로 불리기도하면

서 기존 이동통신의 일대일 유니캐스트 전송 방식과 

달리 브로드캐스트는 일대다 방식으로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부하 없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며, 네트워크의 효율성 역시 증대된다[3].

[그림 4] eMBMS 기반의 LTE 단말용 블럭도 분석

즉, eMBMS 기술은 다수의 사용자가 일시에 같은 

데이터를 전송받기 때문에 사용자가 증가할지라도 전

체 네트워크에 별다른 부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3]. 

이 같은 eMBMS 기술은 스포츠, 콘서트, 시상식 등 

다양한 이벤트의 실시간 중계, 모바일 TV, IoT, 커넥

티드 카, 유휴 시간대를 이용한 단말 및 애플리케이션

의 SW 업데이트, 특정 공간 내 실시간 정보 전달, 데

이터 오프로딩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eMBMS는 특정시간대, 서비스 유형 등 수요

에 따라 유니캐스트 방식과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자

유롭게 LTE 리소스를 전환 할당할 수 있다[3][4].

[그림 5] eMBMS의 LTE 주 수 할당방식 분석

2.2 eMBMS 서비스 연동분석

eMBMS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KT, AT&T, 

Verizon 등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특별히 2018년 평

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2014년 

KT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eMBMS 상용화 기술 개발후 

‘올레LTE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5]. 

또한, 2015년 6월에는 다음카카오와 함께 자사 

eMBMS망이 적용되는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및 전국 

6개 야구장에서 데이터 요금 없이 다음 스포츠 야구 

중계를 시청할 수 있는 ‘올레 기가 파워라이브’ 서비

스로 eMBMS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사업화를 진

행 중에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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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L 제작  서비스 방안설계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는 LTE의 eMBMS를 활용한 새로운 유통패널 판

로 개척을 통한 새로운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서 LTE 기지국 주위에서 촬영한 드라마 콘텐츠의 동

영상 클립을 탐색하여 LTE- eMBMS 모바일 방송 네

트워크를 통해 스마트 단말장치의 PPL 연동 앱에 제

공함으로써 드라마 콘텐츠를 지역별 간접광고를 연동

할 수 있다.

[그림 6] LTE-eMBMS 기반의 PPL연계 통신망분석 

[그림 7]은 드라마 촬영시 PPL 대상의 콘텐츠에 대

한 간접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특정 칼라정

보와 모양을 연동하는 인테렉티브 드라마 플랫폼과 

앱 광고 방안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7] PPL 인터 티  랫폼과 활용 제작도구 

분석 

[그림 8] 치기반 LTE-eMBMS용 PPL 연동 

로세스

드라마 컨텐츠의 제작사들이 PPL 간접광고 를 통

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4G LTE 위치기반 서

비스와 융합한 PPL연계 위치기반의 촬영지 연동용 앱

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9] 치기반의 PPL 연동 랫폼용 앱 서비스 

설계 

이를 위한 PPL용 "모양/색깔 특이점"  객체의 메타 

데이타와 제품 PPL별 Code의 DB용 다음 표준화가 필

요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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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의 Loaction 스트리밍 전송표준

- 기존 개체에서 제품 정보 검색/편집 표준

- 디지털 콘텐츠 존재 물체 식별 표준

- 식별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 표준

[그림 10] 주문형 PPL 동 상 클립의 로세스 순서도 

4. 고찰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보고 있는 그 풍경을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 콘텐츠

의 동영상 클립을 제공함으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간

접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4G LTE와 연동하는 eMBMS의 다른 기지

국에서 GPS와 비콘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드라마 

컨텐츠의 제작사들이 PPL 간접광고를 통해 부가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다[5][6][7][8][9].

[그림 11] ‘최고의 커 ’ 드라마의 치정보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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