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위성방송은 1기의 위성만으로도 광활한 영역을

시간차 없이 커버할 수 있는 광역성과 동보성의 특

성을 지니고 있어 방송망 구축이 용이하고, 넓은 주

파수 대역을 통해 다양한 채널을 편성/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세기 디지털 방송의 선구적인

역할을담당하여왔다. 

근래들어전세계적으로지상파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가 가시화되고, 디지털 방송 신호

의전송과디스플레이기술이고도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 HD급 고화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내외

디지털 위성방송 분야에서도 경쟁력 확보의 방안으

로 HDTV 채널의 확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옴과 동시에, 포스트 HD시대

를 대비하여 3DTV, UHDTV와 같은 실감형 차세대

방송서비스개발을위한다각적인시도를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의 3DTV는 기

존의인프라에대한약간의변경을통해서서비스의

적용이 가능한 특징을 지녔을 뿐 아니라, 3D 자체가

일반소비자에불어넣는매력과기대감또한상당하

여세계적인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최근3D 영화

‘아바타’의 전 세계적인 흥행과 더불어, 때맞춰 열

린CES 2010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3D TV가대

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영화 뿐 아니라 방송과 미디

어 분야에서도 3D 입체영상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3D 방송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동

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3D 위성방송 서비스 및 시장

동향을 소개하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24시간 방

송하는 SkyHD의 3D 위성방송 소개를 통해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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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현재와미래에대해이야기하고자한다.

Ⅱ. 3DTV 방송 발전현황

3D 입체영상 기술은 150여 년 전 초기기술이 개

발되었으며, 1950년대 이후부터 약 25년의 주기로

TV나 영화 등을 통해 일반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

러나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디스플레이까지의 전반

적인분야에서기술의 진보가미약하였고, 시각적인

피로감과 같이 2차원 평면을 통한 가상의 3D 효과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3D

영상산업의 무한한 잠재적 비즈니스 효과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였

다.[1]

2009년, 스테레오스코픽 3D 입체영상 기술을 적

용한 영화‘아바타’의 흥행은 그러한 기술적인 난제

들이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3D 영상기

술 자체의 향상과 방송/미디어 인프라 전반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고품질화의 패러다임에 비춰 볼 때,

3DTV 방송의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프리미엄급으로 여겨졌던 대형 Full-HD TV

의 보급이 일반화 되어 가면서, 3DTV 방송 서비스

의등장에기대를모으고있다.

‘아바타 신드롬’이 영화와 TV 제작 환경에도 일

대 유행을 불러일으키면서, 3D 입체영상 기술을 접

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발표가 급증하고 있고, 세

계 각국에서는 3D 산업의 선점과 시장확대를 위해

관련기술과인프라를갖추려는활동이빠른속도로

전개되고있다.

Blu-Ray와 같은 패키지 미디어 서비스 분야에서

는 3D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산

업에의 적용을 앞두고 있고, 콘텐츠 분야에서는 미

국의할리우드거대자본과게임산업을중심으로상

당수의3D 콘텐츠가제작될계획으로있다.

방송분야에서는, 주로위성방송인프라를활용한

3DTV 실험/시험 방송이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

으로 다수 시도된 바 있고,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

적인 서비스의 궤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리나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중계에 3DTV 방송기

술을 실험적으로 적용한 사례에 이어, 지상파DMB

의3D 규격과2010년1월부터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3DTV 위성 시험방송서비스 등

을 세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디스플레이 가전과 함께 방송 인프라,

표준화등에서도유리한고지를선점해가고있다.

Ⅲ. 3DTV 방송 표준화 동향

3DTV에 대한 본격적인 산업화 움직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관련기술에대한표준화열기가달아오

르고 있다. Blu-Ray와 HDMI 등의 산업 규격에 3D

가 포함되어 공표됨으로써 3D산업의 초기 시장은

LCD/LED 기반의 3D-Ready TV와 함께 패키지 매

체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통해

저변화 될 수요자 층과 산업기반을 고려한 3DTV

표준화가요구되고있다.

3DTV와 관련된 표준화는 3D 영상의 포맷에 대

한정의, 3D 영상신호의기기간전달을위한인터페

이스, 디지털화된3D 영상에대한압축, 방송매체별

전송, 3D 콘텐츠 파일의 저장과 재생, 3D 디스플레

이의 휴먼 팩터 등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고,

각 지역별로 방송표준의 규격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50 방송공학회지15권1호

50 특집: 3D 방송



2010년 3월 51

3D 위성방송 기술동향 및 서비스 51

1. 국외 표준화 동향

3DTV와 관련하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기구는 3D 입체영상 포맷 표준에 중점을 두

는 SMPTE와 방송 매체별 3DTV 전송 표준을 다루

는ATSC, DVB 등이있다. 또한표준화에앞서초기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3D산업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BDA, HDMI, CEA, 3D@Home 등에서

관련 산업규격에 대한 제/개정 활동이 진행되고 있

다. 또한 ISO/IEC 산하의 TC159 표준화 분과에서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안정성 확보에 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있다.

SMPTE는 일반 소비자들에 3D 콘텐츠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3D 영상

기술에 대한 표준기술을 제정하고 있다. 2008년 8

월에 3D 영상표준 TF(3-D Home Entertainment

Task Force)를 만들어 활동하였으며, 2009년 4월

보고서를 통해 1080p 기반의 3D 영상 포맷과 파라

미터 등을 정의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

이진행되고있다.[5]

DVB는 SMPTE의 표준화 공조 요청에 따라

3DTV 관련 study mission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3DTV 관련 CM과 TM 활동을 정식 승인하기에 이

르렀고, 2010년 1월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표준

화 작업에 돌입하였다. DVB-CM 1차 회의에서는

3DTV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메타데이터&시그널링, 캡션&데이터, 기기

간인터페이스상에서의3D 영상포맷, 오디오, 미래

3DTV 등 5개 분류 38개 항의 요구사항들이 제기되

었다. 기본적으로 DVB는 3DTV 서비스를 기존 또

는현행프로모션이진행되고있는HDTV 서비스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2D 서비스와의 호환

성과관련기술의성숙시기에따라Phase 1(프레임

호환 방식)과 Phase 2(서비스 호환 방식)의 단계별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초기 서비스는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개시되고, 지상파

방송과 같은 무료 공중망에 대한 적용은 전송 기술

의 향상과 주파수 할당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예

상하고있다.[4][7]

ATSC에서는 현행 표준의 확장을 논의하는 과정

에서 3DTV가 함께 고려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로서

는직접적인규격화활동은하지않고향후SMPTE,

MPEG 등으로부터 제정되는 규격을 ATSC 망에서

의전송에적합하게수용하는형태로하여규격화를

진행할계획이다.

미국의 3D@Home 컨소시엄은 엔터테인먼트 분

야 등에서 3D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만들어진 단체이며, 3D 콘텐츠의 생성 방법과 과

정을 최적화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중

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표준단체와의 협

력을 통해 3D 콘텐츠의 저장과 전송, 분배 과정에서

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고있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TTA 산하 방송기술위원회

(TC8) 내에 3DTV 프로젝트 그룹(PG806)이 신설

되어표준화가추진되고있으며, 3DTV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과 3DTV 방송 품질평가 기술기준 및 안전

시청 가이드라인을 2012년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표준화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표1과 같이 프로젝트그룹 산하에 2개의 실무반

(WG8061, WG8062)을 편성하였으며, WG8061에

서는 3DTV 방송 송수신 정합규격과 수신기 규격을



정의하고, WG8062에서는 3DTV 품질 및 안전 권

고규격을다룰예정이다[3].

위성방송 PG805에서는, 그림1과 같이 1 ES

(Elementary Stream) 또는 2 ES 방식의 3DTV 서

비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위성 3DTV 실험방송

서비스를 위한 실험방송 규격(안)을 만들고 있으며,

향후 위성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방송서비스 송수

신 정합 규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험방송규격에서는3D 영상신호의표현형태에서

부터 화질과 시각 피로도, 서비스 역호환성 등 다양

한요구사항들을다루게될예정이다.

위성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방송서비스 송신시

스템은 그림 2와 같이 3D 카메라 또는 저장 장치로

부터 좌우 양안 비디오 및 오디오를 입력 받아 부호

화 한 후 다중화하여 전송한다. 송신 시스템의 영상

신호 부호화기에는 부가영상을 부호화하는 기능이

추가되며, 채널다중화 정보 입력부를 통해 3D 시그

널링정보가추가된다. 3DTV 수신기는 기존디지털

위성방송신호의수신기능외에부가영상의디코딩

및3D 디스플레이기능을추가로포함하도록한다.

IV. 3DTV 위성방송 산업동향

2010~2011년, 주요 글로벌 가전사들이 3D 관련

제품을 대거 출시하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위성

방송 사업자들의 3D 서비스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

짐으로써 3DTV 산업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으

PG806 3DTV 표준화과제

3DTV 방송송수신정합규격

- 3DTV 영상신호포맷규격

- 3DTV 영상부호화규격

- 지상파3DTV 송수신규격

. 3DTV 다중화및전송규격

WG8061 . 3DTV 자막방송규격

. 비실시간3DTV 송수신규격

- 3DTV 비디오저장및응용포맷

3DTV 수신기규격

- 3DTV 영상신호인터페이스규격

- 3D Eyewear 인터페이스규격

3DTV 품질및안전권고규격

WG8062
- 3D 콘텐츠제작규격

- 3D 콘텐츠및디스플레이품질평가규격

- 3DTV 안전시청규격

<표 1> TTA PG806 3DTV 표준화 과제

<그림 1> 3DTV 위성방송 시나리오

<그림 2>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위성방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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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된다. 세계 위성방송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각국의 사업자들은 3DTV를 HDTV 이후의 차세대

방송서비스로 보고 있으나, HDTV 위성방송 서비스

의 확대도입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아직 시장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단기적

으로는스포츠이벤트와영화콘텐츠위주로서비스

가 제공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3D 입체영상의 촬

영과저작기술, 3D 포맷, 전송기술의 향상을통해다

양한 장르의 고화질 3DTV 방송 서비스로의 진화가

예상된다.

1. 3DTV 위성방송 서비스 동향

유럽의대표적인위성방송사업자인영국의BskyB

는 2008년 7월에 3DTV 방송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고[8], 이후 영화와 콘서트, 프리미어 경기

등 여러 차례의 실험방송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side-by-side 스테레오스코픽 방

식의 3DTV 위성방송 채널을 송출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말부터 유료 본방송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3D 지원 기능을 추가한 SkyHD+

STB(Set-top-box)의 보급을 확대하고 3D 전문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방송장비, 가전, 3D 촬영 전

문사업자들과의전략적제휴를맺는등의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국영 방송사인 BBC

도2008년3D Firm사와공동으로캘커타컵국제럭

비 경기를 HD급 입체영상으로 위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바있다.[6]

미국은 2010년 초부터 자국 내 주요 미디어 사업

자들이 잇따라 3D TV채널 설립을 발표하면서

3DTV 시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채널 ESPN과 역사·가족·동물 등의 전문

채널을 보유한 Discovery, 위성TV 사업자 DirecTV

등이 2010~2011년 3DTV채널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SPN은 남아공 월드컵 중계를 시작으

로, 2010년한해에만85개이상의스포츠이벤트를

생방송으로제공할계획이고[2], Discovery는Sony

및 Imax와의 협력을 통해 2011년 3D 채널을 개시

할 계획이며, 영화와 역사, 우주, 과학 등에 대한 3D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영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최

대의 위성방송 사업자 DirecTV 역시 2010년 6월부

터 Panasonic의 지원을 받아 3개의 3D 채널을 계획

중이고, 현재 CBS, NBC Universal, Fox Sports,

MTV, Turner Broadcasting System 등과콘텐츠지

원을협의중이다.

일본 NHK는 2007년 11월부터 BS11 위성을 이

용 3DTV 정규방송을 실시중이며, 상업 위성방송사

업자인 스카이퍼펙TV는 2009년 11월부터 3DTV

방송의 기술시험을 실시하고 소니 등 일본 TV업체

와연계2010년6월상용방송을준비중이다.

2. 3DTV 방송시장 동향

3D 채널 도입뿐만 아니라 3D 영화‘아바타’의 전

세계적인 흥행과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그림 3> 세계 3DTV 시장전망

글로벌3DTV 출하량전망

단위: 천대

출처: Display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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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TV 사업 추진으로 2010년은 3D TV 시장이 개

화하는원년이될것으로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전문 조사업체 DisplaySearch에 따르

면, 3D TV 출하량은 2009년 20만 대에서 2018년

6,400만 대로 증가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것으로예측된다.(그림3)

3D 서비스 수신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3D TV

를 구매해야 하는 큰 장애가 있으나, HDTV가 유사

한 과정을 겪었듯이 3D TV도 점차 대중화될 것이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CES 2010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3DTV 가 가장 큰 주목

을받은것을보아도, 3D 방송호환이가능한모니터

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미 앞서서 치열한

경쟁을 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화질 영상을 저

장할 수 있는 Blu-Ray 표준을 주도하였던 소니는

스카이와 3D 기술 제휴를 맺고 다양한 하드웨어를

선보이면서 LG, 삼성 등과 함께 3D TV의 대중화에

앞장설것으로전망된다.

V. Skylife의 3DTV 위성실험방송

1. 스카이라이프 3D 시험방송 개시

국내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3월 상용서비스 개시 이후, 2009년 말 기준 HDTV

50만 가입자를 포함하여 247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무궁화위성3호로 SD

급 116개 채널, HD급 54개 채널, 31개의 오디오/데

이터방송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

월부터세계최초로3D 전용채널(Sky3D) 시험방송

을 개시하여 국내 최고 HD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더

욱강화하였다.

Sky3D 채널은하루24시간서비스되고, 매일2시

간을 3D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HD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STB 교체 없이 3D를 지

원하는 TV를 구매/설치함으로써 3D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그림4는 3D 위성방송 구성도이다. 3D 콘

텐츠는, 자사인 SkyHD에 의해 1080i급 side-by-

side 방식으로 제작되어 Tape의 형태로 공급되고,

기존 2D 위성 HDTV 채널과 동일한 과정으로, 방송

센터의 TCS(Traffic & Control System)에 콘텐츠

와 스케줄 정보가 등록되면 자동송출시스템(APC)

의 데이터베이스의 제어에 의해 HD VCR 및 미디어

서버를통해송출된다.

2. 스카이라이프 3D 위성방송 플랫폼

스카이라이프는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그림 4> 3D 위성방송 구성도

<그림 5> 신규 다채널 HD 플랫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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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반을 마련하고 위성방송 플랫폼의 사업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H.264/DVB-S2 기반의 다채널

HDTV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신규 HDTV 방송 시

스템은 기존의 MPEG-2/DVB-S 기반의 설비에

H.264/DVB-S2 기술을 수용한 다채널 HDTV 위성

방송 플랫폼, IP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IP 망

연동 시스템, “위성+IP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차

세대수신기로구성된다.(그림5)

스카이라이프 3DTV는 방송센터에서 H.264 HD

인코더를 통해 10Mbps로 압축하고 다중화하여, 무

궁화위성3호를 통해 전국에 Live로 방송하고 있다.

현행 HDTV 위성방송 수신기는 수신된 3D 콘텐츠

를 HDMI 포트를 통해 TV로 바이패스 전송하고,

3DTV가 이를 입체화면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시청

이가능하다.

3. 3D 스포츠 콘텐츠 중계 제작

스카이라이프는 3DTV 위성방송 상용화 준비를

위한 시험방송을 2010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3D 위성방송 콘텐츠 제작기반을 확보하

고 안전기준을 고려한 3D 콘텐츠 제작 기준을 정립

하고자 한다. 스카이라이프는 다양한 3D 콘텐츠 확

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 SkyHD, 3ality, LG전자가 공동 참여하

여, 2009년 12월 11일 개최된“2009~2010 FIS 스

노우보드 월드컵 빅에어”대회를 3D로 제작하여

2010년 2월부터 방송 중에 있다(그림 6). 이는 애니

메이션과 영화로 국한되었던 3D 콘텐츠의 제작과

방영이 스포츠로 진화하여 일반 가구의 안방으로까

지 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울러서, 스

카이라이프와 LG전자는 IT 코리아 미래 전략과제

인“3DTV 산업 발전 및 보급확산”을 위해 전국의

LG전자 매장과 스카이라이프 시연차량 등을 통해

스노보드월드컵경기를3D로시연하고있다.

VI. 결 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각

국은 포스트 HD시대를 대비하여 3D/UHD 등 실감

형 방송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IPR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화‘아바타’의 흥행

이 3DTV/방송 산업의 활성화 기폭제 역할을 하면

서 글로벌 TV 가전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상용급 3D

TV를 출시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상용서비스가준비되고있다.

ITU-R, SMPTE, DVB, HDMI 등 국제적인 표준

화 기구들은 3DTV 방송의 사업화 및 서비스를 위

해 표준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말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의 매체를 통한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추진하고있으며, 그에맞춰방송

송수신정합표준과품질및안전권고규격등에대한

표준화가TTA를통해적극추진되고있다.

<그림 6> SkyHD의 2009 서울 스노우잼 3D 촬영



3DTV 방송은 주로 위성방송 인프라를 활용한 스

테레오스코픽3DTV 서비스가주를이룰것이며, 이

미 2007년부터 BS11위성을 통해 정규방송을 실시

중인 일본의 스카이펙트TV를 포함하여, 미국의

DirecTV, 영국의 BSkyB, 프랑스의 Canel+ 등이

2010년 중반부터 상용방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3DTV 방송의전기가마련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부터 한국디지털위성방

송(스카이라이프)에 의해 세계최초로 24시간 양안

식 3DTV 위성방송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써, 3D

입체영상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디스플레이 가전과 함께 방송 인프라, 표준화 등에

서도유리한고지를선점해갈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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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심분야 : 위성 방송/통신 시스템, 멀티미디어 신호처리, H.264 AVC/SVC/MVC 비디오 코덱 등

장대익

- 1985년 :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학사

- 1989년 :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석사

- 1999년 :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1991년 ~ 1993년 : MPR teltech Ltd 파견연구원(VSAT 시스템 개발)

- 2005년 ~ 현재 : UST 연합대학원 이동통신및디지털방송공학 겸임교수

- 1990년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성방통융합연구팀 책임연구원

- 주관심분야 : 디지털통신, 위성통신시스템, 광대역 위성방송시스템, 채널 적응적인 디지털 모뎀 설계

및 채널 부호

56 방송공학회지15권1호

56 특집: 3D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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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오덕길

- 1980년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1984년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 1996년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1982년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성방통융합연구팀장

- 2005년 ~ 현재 : UST 연합대학원 이동통신및디지털방송공학 겸임교수

- 2006년 ~ 2007년 :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연구교수

- 주관심분야 : 디지털통신, 위성방송시스템, 무선통신 등

이한

- 1987년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1989년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 1991년 ~ 2001년 : 한국통신 위성사업단 전임연구원

- 2001년 ~ 현재 :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방송운용팀장

- 주관심분야 : 위성방송시스템, 위성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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