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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방송 활성화 세미나

김진필 연구위원 (LG 전자)
홍

보

서영우 팀장 (KBS)

등

록

안

내
▶지하철 이용
-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역삼역 4번 출구 (국기원 방향)

- 등록비 : 무료
- 등 록 : 현장 등록(선착순 50명 한정)
- 문 의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사무국
02-568-3556, ksobe@kibme.org

▶시내버스 이용
- 간선 : 140, 144~146, 360, 400, 402, 420, 470, 471, 740
- 지선 : 4312, 4417, 4420~4422, 4424, 4431,
서초03, 서초09, 서초10, 서초11, 서초20
- 광역 : 1550, 9100~9400, 9404~9412, 9503, 9700
- 순환 : 41
- 공항 : 6000
※주차비는 본인부담이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3:30 ~ 18:00
장소 | 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 1
주관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한국방송 . 미디어공학회 모바일방송연구회
후원 | KBS, MBC, SBS, LG U+, SKT, KT, 삼성, LG, ETRI, KETI

초 대 의

글

워크숍 프로그램
13:30 - 14:00 등 록

워크숍 프로그램
15:20 - 15:40

Coffee Break

안녕하십니까?
5G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 소비의 중심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미디어 분야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3:30 - 13:40

개회식

Session 2
좌장 : 서영우 팀장 (KBS)

DMB, 라디오 방송 현황 및 미래
좌장 : 이상진 차장 (SBS)

개 회 사 이현우 본부장 (ETRI)

지상파 방송도 이러한 모바일 미디어 소비의 흐름에서 플랫폼의 경

환 영 사 김용한 의장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서울시립대 교수)
축 사 전병우 회장 (한국방송 . 미디어공학회, 성균관대학교 교수)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ATSC 3.0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시

15:40 - 16:00 DMB 방송 환경변화와 대응 전략
/ 박만희 국장 (YTNDMB,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

16:00 - 16:20 무인이동체 자율주행을 위한 DMB기반 정밀측위

점입니다.

서비스 (MBC RTK)

본 세미나에서는 지상파 방송은 모바일 미디어 시장과 환경이 어떻
게 변화하고 있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황을 들어보고자 합
니다.
방송 미디어뿐 아니라 통신 서비스, 모바일 단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중심의 미래 서비스를 제시하고, 미디어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
게 대응하고 준비 해야 하는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논의

/ 이승호 차장 (MBC기술연구소)

Session 1

5G, ATSC 3.0 모바일방송,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16:40 - 17:00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 양규태 책임 (ETRI)
13:40 - 14:00 모바일 서비스 환경 변화와 차량 응용 서비스
/ 김진필 연구위원 (LG 전자)

14:20 - 14:40 ATSC 3.0과 5G 융합 차량용 이동방송 서비스
본 세미나를 통해서 지상파 미디어가 모바일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
력을 확보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 박명환 연구위원 (LG U+)

14:40 - 15:00 차세대 TTI (교통 및 여행정보) 서비스
/ 이봉호 책임 (ETRI)

15:00 - 15:20 UHD 서비스 추진 전략 (모바일, 재난경보 포함)
/ 문명석 단장 (KBS UHD추진단)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의장 김용한

/ 채수현 부장 (SBS)

좌장 : 권기원 단장 (KETI)

14:00 - 14:20 5G와 미디어 서비스 / 송재연 수석 (삼성전자)

해 보고자 합니다.

16:20 - 16:40 라디오 방송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패널토론

모바일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

17:00 - 18:00

진행자 : 이상운 교수 (남서울대)
토론자 : 김진필 연구위원(LG전자), 송재연 수석(삼성전자), 박명환
연구위원(LG U+), 문명석 단장(KBS), 지특위, 채수현 부장
(SBS), 이준우 PM(II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