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최근우리나라는디지털방송에서3D 실험방송을계획하고있으

며, 최소의 비용과 장비교체를 통해 스테레오 3D 방송을 준비하

고있다. 디지털방송에서스테레오3D 영상서비스의제공은기

존방송방식뿐만아니라2D 사용자와의호환성을유지하면서좌

우영상을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2D 영상(좌영

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3D(우영상)영상의 서비

스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특히 제한된 대역폭을

갖는지상파방송에서스테레오3D 방송을위한코덱기술의변경

및 알고리즘 수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지상파 방송은

19.39Mbps의 제한된 대역폭에서 스테레오 3D 영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기존의 2D(좌영상) 영상 코덱인 MPEG-2의 인코딩 성능

을개선할필요가있고, 3D(우영상) 영상에대해서는최신비디오

코덱인MPEG-4 AVC/H.264 보다20~30% 향상된코딩알고리즘

을적용해야한다. 본논문에서는기존비디오코딩방식및새로

운 코딩 알고리즘의 분석을 통해서 기존 2D 방송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면서양질의양안영상을서비스할수있는가능성을시험

하였으며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Nowadays, digital broadcasting providers have plan to extend

their service area to 3D broadcasting without exchanging

conventional system and equipments. The maintenance of

backward compatibility to conventional 2D broadcasting system

is very importance issue on digital broadcasting. To satisfy the

requirement, highly-optimized MPEG-2 video encoder is

essential for coding left-view and new video coding techniques

having higher performance than MPEG-4 AVC/H.264 is needed

for right-view since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has very

limited and fixed bandwidth.

In this paper, conventional video coding algorithms and new

video coding algorithms are analyzed to present a capable

solution for the best quality stereoscopic 3D broadcasting

keeping backward compatibility within the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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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할리우드 3D 영화의 성공과 국내외 가전사

의 3DTV 출시 등으로 위성, 케이블, 지상파 방송에

서 3D 실험방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 사업

자마다최소의비용과장비교체를통해스테레오영

상을 방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방송시스템은 기존가입자가 2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역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대역폭에서우영상을함께실어보내야하는

제약을가지고있는게사실이다. 

위성의 경우는 기존의 방송방식에 스테레오영상

을 side-by-side 방식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실험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기존대역폭의변화없이 영상

의 해상도를 반으로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

라서 3D 영상 컨텐츠의 재생이 가능한 셋톱을 통해

3D 방송시청이가능하다.

케이블의 경우 방송대역폭이 38Mbps이기 때문

에 좌영상을 MPEG-2로 부호화하고 우영상을

MPEG-4 AVC/H.264로부호화해서전송해도충분

한대역폭을확보하고있으므로기존방송방식을이

용하여3D 방송서비스가가능하다. 

하지만 지상파의 경우는 대역폭이 19.39 Mbps로

고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영상압축은 MPEG-2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2D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스테레오 3D(좌영상과 우영상) 지상파

방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2D(좌영상)

비디오 대신에 스테레오 3D 비디오를 삽입하여 전

송하면 된다. 하지만 스테레오 3D는 시점이 하나 더

늘기 때문에 2D 비디오에 비해서 더 많은 데이터의

전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MPEG-2

인코딩방식을개선하여일부대역을확보하고우영

상의 경우 MPEG-4 AVC/H.264보다 성능이

20~30% 향상된 코덱을 사용해야만 3D를 위한 좌

우영상의화질을보장할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지상파 방송에서 스테레오

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존의 방식

을 살펴보고 19.39Mbps의 대역폭 안에서 오디오와

부가데이터를 제외한 비디오 전송공간에 양질의 스

테레오영상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하기 위한

방법론과가능성을제시하고자한다.

Ⅱ. 본 론

1. 지상파 방송을 위한 3D 방송 시나리오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지상파 디지털 방송방

식으로 8-VSB 방식인 북미의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규격을 선정한 이

후, 관련핵심기술개발, 필드테스트, 시험방송을진

행하였고, 2012년에는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완

료하게된다[1].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ATSC 디지털 방송

규격은 <그림 1>과 같이 ① source coding and

compression(신호원 부호화 및 압축), ② service

multiplex and transport(서비스 다중화 및 트랜스포

트), 그리고 ③ RF/Transmission system(RF/전송)

등으로 구성된 ITU-R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

송모델을채택하고있다[2][3].

고품질의 비디오, 음성 및 보조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는 ATSC 디지털 방송 규격은 지상파의

경우 6MHz의 지상파 방송 채널에서 약 19.39

Mbps 데이터율 출력을, 케이블 TV채널에서는

약 38Mbps 데이터율 출력을 높은 신뢰도로 송

출할 수 있다. ATSC 방식은 비디오 압축 기술로



ISO/IEC 13818-2 MPEG-2 비디오 규격을 사용

하고 있으며, 압축 형식으로 MPEG-2 MP@HL

규격을 사용하고, 이와 관련된 비디오 형식 및 제

한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기존 디지털 방송에서 전송하고 있는 데이터 종

류는 다음과 같다. 비디오 압축 스트림, 오디오 압

축 스트림, P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

PSIP(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 등과 같은 제어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방송을 위한 Ancillary 데이터 등이 존재한다. 이 데

이터들에 대한 가용 데이터율은 그림 2(a)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 즉, 총 19.39Mbps 대역에서 비디오

압축 스트림이 17~18Mbps, 오디오 비트스트림이

약 600Kbps, 데이터 방송 스트림이 약 500Kbps,

그리고 EPG(PSIP 등 포함) 스트림이 약 500Kbps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스테레오 3D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반드시 17~18Mbps의 대역폭 내에

들어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 대역에 하나

의 Full-HD 비디오를 전송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2(b)에서 보이듯이 2006년 월드컵 기간에 하나의

채널 내에 HD 콘텐츠, SD 콘텐츠, 그리고 오디오 콘

텐츠 등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MMS(Multi-Mode

Service) 서비스를 시험 방송한 것과 같이 하나의

<그림 1> ITU-R 디지털 지상파 방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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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 여러 개의 콘텐츠의 제공이 가능하다[3]. 지

상파 스테레오 3D 방송 서비스도 그림 2(c)에 보이

듯이 MMS 서비스와 유사하게 기존 2D 콘텐츠(좌

영상)는 HD 콘텐츠로 제공하고, 추가되는 시점에

대해서 HD 또는 SD 콘텐츠로 제공하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테레오 3D 방송 서비스에 있어서 주요 이슈 중

의 하나는 기존 Full-HD 2D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고품질의 스테레오 3D 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가로서, 이 이슈에 대해서 방송 시스템 전체적인 개

선이요구되지만비디오부호화부분으로범위를한

정하면 2D(좌영상) 콘텐츠에 대한 MPEG-2 비디

오 압축 기술의 개선과 우영상에 대한 부호화 기술

의선택및개선으로요약할수있다.

기존의 2D 지상파 방송 수신기와의 호환성을 보

장하는3D 지상파방송을위해MMS를이용하는범

위에서그림2 c)에해당하는경우세부적으로세가

지 전송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가지 방안은

대역을 고려하여 화질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서비스

하는시나리오로각각의장단점비교를<표1>에제

시하였다.

2절에서는 제안된 3가지 방안 중에서도 최적의

화질이 가능한 최신의 MPEG-2 비디오 인코더 및

MPEG-4 AVC/H.264 인코더를 이용한‘방안 1: 초

<그림 2> 지상파 디지털 방송대역 사용 방안



고화질 3D 전송’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모의실험을

통해서확인해보고자한다.

2. 초고화질3D 전송방안에대한모의실험

MPEG-4 AVC/H.264 인코더의 RDO (Rate-

Distortion Optimization) 등의 최적화 기술에 대한

영향과시공간노이즈제거전처리기의발달로인해

최근의 MPEG-2 인코더는 기존의 인코더에 비해

서대략10~15%의압축률향상을얻을수있다[6].

따라서 현재 HDTV 대역폭에는 MMS (Multi-

Mode Service)를 이용하면 대략 4~6 Mbps 크기의

여분의데이터를실어보낼수있다. 

다음은 초고화질 3D 전송을 위한 영상 압축 실험

결과이다. <표 2>에 실험영상과 영상의 특성을 설명

하고있다. 

<표3>의실험에사용된MPEG-2 비디오인코더

및 MPEG-4 AVC/H.264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보

인다.

<표 3>의 인코딩 옵션을 보면, MPEG-2의 경우

는 2-pass encoding, MPEG-4 AVC/H.264의 경우

는 RDO를 이용하고 있다. 즉, 최고의 압축 효율을

얻기위한옵션위주로설정하였다.

<표 4>에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에서

PSNR의 단위는 dB이고, 비트율의 단위는 kbps

(kilo bits per second) 이다. 또한 평균 PSNR은 Y,

Cb, Cr PSNR의 가중 평균값으로써, (Y_PSNR*4 +

Cb_PSNR + Cr_PSNR)/6 으로구한값이다.

<표 4>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율-왜곡 곡선

을 그림 4에 보인다. 그림에서 가로축의 단위는

Kbps 이고, 세로축의단위는dB 이다.

<그림 3>에서 보이듯이, 객관적 화질인 PSNR 지

좌영상 MPEG-2 Main profile 우영상 MPEG-4 AVC/H.264 High profile

(Full-HD) (1080i@60Hz, 대략13 Mbps) (Full-HD) (1080i@60Hz, 대략5 Mbps)

장점
좌영상의해상도가기존2D 방송과같으므로, 기존수신기의화질유지

좌우영상해상도가같으므로최적의3D 화질

단점
기존인코더를최신MPEG-2 인코더로교체필수

MPEG-4 AVC/H.264 인코더의 성능이대역폭을불만족시, 화질저하가능성존재

좌영상 MPEG-2 Main profile 우영상 MPEG-4 AVC/H.264 High profile

(Full-HD) (1080i@60Hz, 대략13 Mbps) (HD) (720p@60Hz, 대략5 Mbps)

장점 좌영상의해상도가기존2D 방송과같으므로, 기존수신기의화질유지

단점
기존인코더를최신MPEG-2 인코더로교체필수

좌우영상의해상도가다르므로3D 화질에서약간의화질저하가능성존재

좌영상 MPEG-2 Main profile 우영상 MPEG-4 AVC/H.264 High profile 

(HD) (720p@60Hz, 대략13 Mbps) (HD) (720p@60Hz, 대략5 Mbps)

장점
기존MPEG-2 인코더를그대로이용가능

기존MPEG-2 인코더와MPEG-4 AVC/H.264 인코더로 모두구현가능

단점
기본영상인좌영상의해상도가기존2D 방송보다조금낮기때문에, 기존의2D 수신기사용자들이 거부감을

가질수도있음.

<표 1> 3D 지상파 방송을 위한 3가지 방안

방안3:

중간화질

3D 전송

방안2:

고화질

3D 전송

방안1:

초고화질

3D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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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름 영상의첫번째화면 프레임수 특 성

•해상도: 1920x1080p@25Hz

•파란하늘을배경으로2 개의나무

•고대비영상

•나뭇잎에의한디테일한텍스쳐

•카메라회전

•카메라: 소니HDW-F900

•해상도: 1920x1080p@25Hz

•천천히움직이는많은자동차

•깊은깊이(depth)

•고정된카메라

•카메라: 소니HDW-F900

•해상도: 1920x1080p@25Hz

•저녁무렵의장면

•다리에서뮌헨역을내려다보는장면

•고정된구조(열차레인)

•줌아웃

•카메라: 소니HDW-F900

•해상도: 1920x1080i@60Hz

•CIF 영상의Mobile & Calendar와매우유사

•카메라: 톰슨LDK6000

•해상도: 1920x1080i@60Hz

•손에양산을든남자가공원을달리고있음.

•배경의눈과, 나무, 물에의해디테일한텍스쳐

<표 2> Full-HD 테스트 영상

Blue sky 217

250

250

250

250

Rush hour

Station

Mobile & Calendar

Parkrun

파라미터 MPEG-2 MPEG-4 AVC/H.264

인코더 HC encoder 0.23[4] - freeware MPEG-2 encoder S/W JM 16.1[5] - MPEG-4 AVC/H.264 reference S/W

인코딩profile Main profile High profile

2-pass encoding, 적응적인 양자화, RDO, CABAC, RDO-Q,

인코딩옵션 적응적인IbbP 구조(GOP=15), Scene change detection, 고정된IbBbP 구조, Rate control, MB-AFF (interlaced)

Rate control Field coding (interlaced)

인코딩레이트
progressive: 10 ~ 14 Mbps (1 Mbps 간격) 4 ~ 6 Mbps (0.5 Mbps 간격)

interlaced:   11 ~ 15 Mbps (1 Mbps 간격) 5 ~ 7 Mbps (0.5 Mbps 간격)

<표 3> 인코더 파라미터



표로 판단해 보면, MPEG-2의 비트율이 12 Mbps

일때와 동일한 객관적 화질의 MPEG-4

AVC/H.264 화질은 대략 6 Mbps에서 얻을 수 있다.

즉, 대략 절반 크기의 비트율이 필요하다. 참고로 그

림 3(c)는 특별한 경우로써 MPEG-4 AVC/H.264

의 MB-AFF (Macroblock-based Adaptive

Field/Frame) 코딩에 의하여 MPEG-2 의 필드 코

딩보다매우큰압축효율을보이는경우이다.

본 실험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

항이있다.

•MPEG-4 AVC/H.264는강력한디블록킹필터

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MPEG-2와 동일한 객관적 화질 수준에서 주

관적 화질은 MPEG-4 AVC/H.264가 더 높을

것으로예상된다. 

•그림 3(a)와 3(b) 영상은 순차주사 방식의

25Hz 영상이기 때문에 MPEG-2와 MPEG-4

AVC/H.264의 경우 각각 12 Mbps와 6 Mbps

면 충분한 화질을 보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HDTV의 비월주사 60 Hz 영상인

그림 3(d)의 경우 각각 14 Mbps와 7 Mbps

정도 되어야 비슷한 화질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실험결과에서 보이듯이 방안 1의 초고화질 3D 전

송에서 최신 인코더에 의해 MPEG-2의 화질을 14

Mbps로 설정한다면, 동일한 화질의 MPEG-4

AVC/H.264는 대략 7 Mbps가 필요하므로, 초고화

MPEG-2 MPEG-4 AVC/H.264

영상 Y PSNR 평균PSNR 비트율 Y PSNR 평균PSNR 비트율

38.288 38.436 9949.92 38.304 38.390 4468.30

Blue sky
38.786 38.936 10978.89 38.735 38.793 4986.20

39.156 39.316 11875.15 39.085 39.147 5494.21

39.496 39.658 12984.45 39.352 39.415 5980.26

41.801 43.241 10445.01 41.703 43.023 4583.38

Rush hour
42.039 43.477 11464.06 41.830 43.182 5050.99

42.189 43.634 12263.42 41.973 43.346 5556.87

42.227 43.661 13265.11 42.136 43.509 6063.33

40.320 41.578 8302.78 40.741 41.873 4544.97

Station
40.612 41.840 9671.24 40.865 41.980 5063.71

40.737 41.959 10284.10 41.008 42.112 5581.73

40.855 42.073 10934.90 41.114 42.208 6065.18

33.138 35.697 11830.19 36.190 37.637 5586.53

Mobile&Calendar
33.438 35.949 12813.44 36.380 37.790 6072.74

33.655 36.132 13457.49 36.580 37.950 6584.02

33.864 36.335 14749.02 36.690 38.052 7081.49

26.845 39.803 11693.62 27.250 30.745 5647.35

Parkrun
27.275 31.134 12853.70 27.368 30.825 6001.90

27.543 31.351 13683.16 27.638 31.036 6452.48

27.996 31.698 15091.70 28.070 31.362 6925.83

<표 4> MPEG-2 및 H.264/AVC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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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3D 서비스가힘들어질수있다.

3. 좌영상 인코더(MPEG-2 Main Profile)

성능 개선 방안

MPEG-2 비디오압축효율의개선은<그림4>의

MPEG-2 인코더 블록도에 보이듯이 움직임 추정

(ME, motion estimation), 비트율 제어(RC, rate

control), GOP(group of picture) 제어, picture level

부호화 방법 등에서 압축 효율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MPEG-2 인코딩 장비는 주로 하드웨어

로구현되는데과거에비해하드웨어기술의급격한

발전으로 기존의 MPEG-2 인코딩 장비에 비해 압

축효율을개선할수있는기술이포함될수있다. 예

를 들어, 비트율 제어에 있어 RDO(rate-distortion

optimization) 알고리즘은 압축 효율을 개선할 수 있

는 최적 기술 중의 하나이지만 방대한 계산량을 필

요로하기때문에과거에는인코더에적용되지못했

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MPEG-2 인코더

SoC 내에포함되어압축효율을개선하였다[6].

(a) Bluesky (b) Rush hour

(c) Mobile & Calendar (d) Parkrun

<그림 3> Full-HD 영상에 대한 MPEG-2와 MPEG-4 AVC/H.264의 율-왜곡 곡선



이외에도 콘텐츠 내용에 따른 GOP 크기의 적응

적인조절, frame/field picture 구조간의적응적인부

호화적용, 움직임추정에있어서search range의적

응적인 적용 등을 통해서 기존 대비 약 10~15 % 정

도의압축효율의개선을기대할수있다.

4. 우영상 인코더 성능 개선 방안

2절의 모의실험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방안 1

의 초고화질 3D 전송을 위해서는 MPEG-4

AVC/H.264 보다 높은 압축효율을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써는 MPEG-4 AVC/H.264 보

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KTA(Key Technology

Area) Software 또는 최근에 표준화가 시작되려고

하는 HVC(High-performance Video Coding)과 같

은기술을사용함으로써보다높은압축효율을기대

할수있을것이다.

1) KTA

MPEG-4 AVC/H.264의 표준화가 완료된 2003

년 3월 이후에도 ITU-T VCEG(Video Coding

Expert Group)에서는꾸준히H.264 이후 비디오코

딩의 성능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VCEG의 비디오 기술향상은 현재에도 KTA[7]를

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KTA는 단일 표준안을 위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아니기때문에다양한요소기술들이상당히많

이 포함되어 있다. KTA에 포함된 다양한 요소기술

들의 존재는 부족한 지상파 방송 대역폭 내에서 3D

방송을 가능케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KTA에적용된대표적인알고리즘들을각분야별로

구분해보면<표5>와같다.

KTA에 적용되어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은 동시

에적용하여보다높은부호화효율을얻을수있는기

술들도 존재하며, (예를 들면 움직임벡터 부호화 기

법들, 인트라 예측 부호화 기법, 인코더 기법들은 동

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적용된 다양한 알고리즘들 중

에서하나의기법만을선택하여사용할수있는기술

<그림 4> MPEG-2 비디오 인코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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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존재한다. (예를들면적응형보간필터는많은기

술들중하나만사용할수있다.) <그림5>는KTA 인

코더의블록도와사용가능한알고리즘을보여준다.

KTA에 적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비교는 <표

6>과 같다. <표 6>은 JM과 KTA간의 성능을 2가지

GOP구조에서 살펴보았으며, 평균 22%정도의 성능

움직임벡터부호화
Macroblock Extension (MBex)[8]

Motion Vector Competition (MVC)[9]

인트라예측부호화
Bi-directional Intra Prediction (BIP)[10]

Mode Dependant Directional Transform (MDDT)[10]

Non-Separable Adaptive Interpolation Filter[11]

Directional Interpolation Filter (DIF)[12]

Switched Interpolation Filter with Offset (SIFO)[13]

실수화소단위의움직임예측/보상을위한적응형보간필터 Separable Adaptive Interpolation Filter[14]

Adaptive Interpolation with Directional Filters (DAIF)[15]

Enhanced Adaptive Interpolation Filter (EAIF)[16]

Enhanced Directional Adaptive Interpolation Filter (EDAIF)[17]

인루프포스트필터 Quadtree-based adaptive loop filter (QALF)[18]

양자화기법
Rate Distortion Optimized Quantization (RDOQ)[19]

Adaptive Quantization Matrix Selection (AQMS)[20]

<표 5> KTA에 적용된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분류

<그림 5> KTA 인코더 블록도 및 제안된 알고리즘



향상을기대할수있다.

2) HVC

HVC는 MPEG과 VCEG이 3번째 공동체제인

JCT(Joint Collaboration Team)에서 표준화를 진행

하는 비디오 코덱으로 2009년 2월에 CfE(Call for

Evidence)[23]를 발표, 국내외 다수의 기관에서 기

고를 받았다. CfE에 의한 기고에는 MPEG-4

AVC/H.264 대비 25% 이상의 부호화 효율 향상을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1월에 CfP(Call

for Proposal)[24]을 발표하였다. 2010년 4월부터

본격적인 표준화가 시작될 예정이며 CfE를 기초하

면 최소한 MPEG-4 AVC/H.264 대비 20%이상의

부호화성능향상은기대할수있다.

Ⅱ. 결 론

고화질 방송을 위해서는 본론 2절의 실험결과에

서 보이듯이 현재 인코딩 기술로 좌우영상 각각에

대해 14Mbps와 7Mbps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MPEG-2와 MPEG-4 AVC/H.264 각각의 인코딩

성능을 최대한 개선한다고 하여도 비디오 대역

13~17Mbps 정도에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좌영상에 대해서는 약 15%정도의 성능

향상이 필요하고 우영상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KTA와 향후 진행될 HVC와 같은 고효율 압축기법

을 사용하여 MPEG-4 AVC/H.264보다 약 30%정

도의 압축효율을 증대시켜야 됨을 알 수 있다. 이렇

게 되면 좌영상은 약 12.5 Mbps, 우영상은 약 4.5

Mbps 정도의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초고

화질의 스테레오 3D 방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표 1>의 방안 2, 방안 3의 경우도 좋은 성능의

Up-Converting 기술을 적용하면 Full-HD급의 3D

영상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기술을 통해 기존의 지상파방송에서 역호환성

을 유지하면서 고화질 스테레오 3D를 서비스할 수

있는가능성과방안을확인할수있었다. 

RDO-Q, MMDT, MBex,

MVC, EIAF, QALF 사용 IPPP Hierarchical B

CIF Average -11.85% -11.14%

WQVGA Average -16.48% -17.23%

WVGA Average -20.91% -24.44%

720P Average -31.59% -31.03%

1080P Average -23.66% -24.41%

Overall Average -22.20% -22.86%

<표 6> JM과 KTA간의 성능 비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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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현재 : 전자부품연구원 멀티미디어IP연구센터 센터장

- 2005년~2008년 : 3DTV분과위원, 3D비디오코덱WG 의장

- 2009년~현재 : 실감방송분과위원

- 2009년~현재 : 실감미디어산업협회 부회장

- 주관심분야 : 3DTV, UDTV, 방송장비

필 자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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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 1996년 :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 1998년 :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

- 1999년 ~ 2001년 : (주)성진씨앤씨 근무

- 2008년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 박사

- 2001년 ~ 현재 : 전자부품연구원 멀티미디어IP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주관심분야 :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 및 구현 최적화

김제우

- 1997년 : 서울시립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 1999년 : 서울시립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 1999년 ~ 현재 : 전자부품연구원 멀티미디어IP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주관심분야 : 멀티미디어 코덱,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 및 최적화 구현

필 자 소 개

박지호

- 2001년 : 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 학사

- 2004년 :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전파공학과 석사

- 2004년 ~ 2006년 : LG전자 DM연구소 근무

- 2006년 ~ 현재 : 전자부품연구원 멀티미디어IP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2007년 ~ 현재 : 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박사과정

- 주관심분야 :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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