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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3D 실감 방송 기술에 대한 다양한 응용서비

스 및 실용화 연구가 3D 제작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의 침체에

서 벗어나, 오늘날의 3D 영상기술은 단지 불법카피,

홈씨어터 시장의 확대 등과 같은 일반 2D 영화 시장

의 한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특수 영화 시장의 발현

이라는 좁은 시각을 탈피하여, 이미 3D 옥외광고,

digital signage, 3D 디자인 및 게임, 3D 의료 등 다양

한 특화 분야에서 그 광범위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

다. 특히, 최근 3D 영화, ‘아바타’의 엄청난 성공을

통해, 3D 영화와 3D 콘텐츠 관련 VoD 분야의 폭발

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컨버전스와

통·방 융합환경, 실감형 3D 콘텐츠의 보급, UCC의

진화, 3D 카메라의 대중화 등을 통해 3D 콘텐츠 유

관서비스는새로운메가트렌드로자리잡을수있을

것으로예상되고있다. 

3D 실감 방송 기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

은 사람들은 3D 콘텐츠를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정에서 3D 콘텐

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

장쉬운방법은블루레이디스크와같은저장장치로

유통하는 방법이고, 통신사업자 혹은 케이블사업자

를 통해 3D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법과 공중파나 위

성송신방법등도고려될수있다. 

이 중 케이블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3D 방송 사

례를 살펴보면, 케이블 사업자들은 보통 실시간 3D

VoD 서비스를 통해 3D 콘텐츠를 제공한다. 미국의

CableLabs는 가정까지 3D 콘텐츠를 최적으로 전송

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고 있는데, SCTE(The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는 side-by-side, top-and-bottom 등과 같은 3D

패널 포맷에서 3D 콘텐츠를 수신하는 여러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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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STB과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하고,

3D 영상을화면상에디스플레이하는실험을진행하

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13권

역에서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VoIP 사업 등을

수 행 하 고 있 는 CJ헬 로 비 젼 에 서 2009년

HFC(Hybrid Fiber Coax) 망을 통해 3D VoD 서비

스에대한시험방송을실시하였다.

DSL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통신사업자의 경

우, HD콘텐츠를 전송하기에도 크게 부족한 대역폭

이기 때문에, 3D기반 영상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훨씬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많은 통신사업

자들은 MVC(Multiview video codec)와 같은 매우

효율적인 3D 영상 압축 코덱이 보편화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FTTH(Fiber-to-the-

home)와 GTTH(Giga-to-the-home) 같은 광전

송선로를 갖고 있는 KT와 같은 사업자의 경우는

2009년 Giga인터넷 선도시범사업 시범서비스를 통

해 ETRI의 GTTH망 기반의 양안식 3D방송 시범서

비스를공동시연하기도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의Giga인터넷

선도시범사업 과제(사업전담기관: 한국정보화진흥

원, NIA)를통해시범서비스되고있는ETRI의광대

역 인터넷기반 양안식 3D방송 시범서비스와 CJ헬

로비젼의 광대역 HFC기반 3D방송 시범서비스에

대하여소개하고, 이를통해국내3D 실감방송서비

스의현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II. 광대역 HFC기반 양안식 3D방송
시범서비스

광대역 HFC기반 3D방송 시범서비스는 CJ헬로

비젼을 통해 HFC 망과 DOCSIS 3.0을 이용하여 가

<그림 1> Giga인터넷 서비스 *출처: Giga인터넷 도입 추진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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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에게 HD급 3D VoD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HFC는 광케이블(Optical Fiber)과 동축케이블

(Coaxial Cable)로 구성된 망으로서 방송국과 광단

국(ONU)까지는 광케이블을 이용하고, 광단국에서

가입자까지는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

터(인터넷, 케이블TV, 방범, 방재, 원격검침, 자동제

어)를전송할수있는광대역전송망이다. 

DOCSIS 규격은 케이블 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기술 규격으로서, 1997년 DOCSIS 1.0규격이 태동

한 이래 1.1, 2.0 규격으로 발전하였고, 2006년 8월

DOCSIS 3.0 규격이 발표되었다. DOCSIS 3.0 규격

이 정의하고 있는 MAC 계층의 가장 큰 특징은 상/

하향채널의결합이라할수있다. 상/하향채널의결

합은 CM(Cable Modem)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송/수신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4개이상의하향채널수신장치들과4개이상

의 상향 채널 송신 장치들을 CM에 제공함으로써 각

각 하향 1채널, 상향 1채널 속도의 4배까지의 속도

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채널 결합 기술

외에도, DOCSIS 3.0은 SSM(Source Specific

Multicast) 지원 및 멀티캐스트 QoS(Quality of

Service)/PHS(Payload Header Suppression) 지원

과 같은 향상된 IP 멀티캐스트 지원기술, 강화된 보

안기술등을제공한다.

CJ헬로비젼의 3D VoD 시범서비스는 가입자망으

로 Full DOCSIS 3.0을 이용하여, 하향 8채널(채널

당 8MHz), 상향 4채널(채널 당 6.4MHz) 결합을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상 실제 측정된 속도

는 하향 360Mbps, 상향 100Mbps 정도이며, 가입자

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CJ파워캐스트 등으로부터 side-by-side 포맷의

Single HD 3D 콘텐츠, 15편을 공급받아 사용하였

다. 3D영상 압축은 <그림 2>와 같이 Single HD와

<그림 2> 다양한 3D 영상 포맷



2010년3월 61

광대역기반양안식3D방송시범서비스 61

Dual HD 포맷으로 나뉘는 데, 향후 영상의 품질 수

준 향상을 위해 Dual HD 포맷을 이용할 예정이나,

현 시점에서는 가용 대역폭 문제와 Dual HD를 지원

하는 가입자단에서의 H/W 칩셋 문제, 기 설치되어

있는 기존플랫폼 STB와의 호환문제 등을 고려하여

Single HD 기반으로 3D 콘텐츠를 전송하였다. 3D

콘텐츠는 1920x1080/30P, 1920x1080/60P의 해

상도에, MPEG2-HD(20Mbps)/H.264-HD

(10Mbps)/Dolby Digital 코덱을이용한다.

3D VoD 서비스는 D&P(Download & Play)방식

의 방송으로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D&P 형식과 실

시간 Streaming 형식은 모두 지원 가능한 서비스이

지만, 방송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D&P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 단말

의경우Live 방송은기존MPEG2-TS로서비스하

고 VoD 와 부가서비스는 광대역 IP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Hybrid STB을 이용한다.

이 Hybrid STB은 MPEG2-TS over IP기반 네

트워크 스트리밍 구조를 토대로, DOCSIS 3.0과

WiFi를 지원하며, 위젯 서비스를 위한 웹을 포함

하는 OCAP(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을

미들웨어로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STB과

TV의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케이블은 HDMI

1.3을 사용하며, 최근 새로 등장한 HDMI 규격 1.4

케이블은 MVC 3DTV 서비스 전환 시 이용할 예

정이다. HDMI 규격 1.4는 다양한 3D 영상 포맷과

3D/1080p까지의 해상도를지원하는최신규격으로

써, full/half side-by-side, frame/field alternative,

color+depth 등 7개의 영상 포맷을 지원하여, 3D 블

루레이 플레이어나 3D 디스플레이와 같은 장치 제

조사들이 3D 포맷 및 디스플레이 기술을 원하는 대

<그림 3> 광대역 HFC기반 양안식 3D방송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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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3>은 3D

VoD 제공을대상으로하는광대역HFC기반양안식

3D방송시범서비스의구조도이다.

III. 광대역 인터넷기반 양안식 3D
방송 시범서비스

광대역 인터넷기반 양안식 3D방송 시범서비스는

기존의 양안식 3D 콘텐츠와 다양한 3D영상기기로

부터 실시간 취득된 3D 영상을 오버레이 멀티캐스

트기반의3D 미디어전송플랫폼을통해원격지의단

말장치에전송, 재생함으로써, 3D 기반의 실감영상

세미나, 3D 화상 회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

비스이다. ETRI는2009년양안식3D방송시범서비

스의 하나로써, 3D기반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진

행하였는데, 이는 서로 멀리 떨어진 의료세미나 발

표자와다양한위치에곳곳에분포된다수의교육수

강자 간에 현장감있는 의료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3D기반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는 크게 3D 콘텐츠

획득, 전송, 재생의 시스템 구조로 나뉜다. 3D 콘텐

츠의 획득 모듈은 실시간 영상 전송을 위하여 3D 양

안식 현미경 장치를 이용하거나, 파일기반의 3D 콘

텐츠 전송을 위하여 3D 콘텐츠 DB 서버를 이용한

다. 획득된 양안식 영상은 3D 미디어전송플랫폼을

통해 중계되며, 최종적으로 미디어전송플랫폼의 수

신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3D 콘텐츠 재생 프로그램

을 통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 <그림 4>는 3D 원

격의료를 대상으로 한 광대역 인터넷기반 양안식

3D방송시범서비스구조를나타낸다.

3D 현미경으로부터 입력된 좌/우 양안식 영상을

<그림 4> 광대역 인터넷기반 양안식 3D방송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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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비디오 캡쳐 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하고, 이

를 MPEG2/AAC기반으로 부호화하여 미디어전송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이 때, 입력된 두 개의 영상은

side-by-side, top-and-bottom 등의 3D 패널 포

맷으로 자유롭게 layout 변형하여 송출할 수 있다.

또한, 3D 파일기반으로 기 저장된 의료교육영상을

MPEG2-TS 다중화하여, 미디어전송플랫폼으로

전송, 의료교육서비스의 진행이 가능하다. <그림 5>

는본시범서비스에사용된3D 의료교육영상이다.

3D 영상획득 서버 및 콘텐츠 서버로부터 송출된

3D 원격교육콘텐츠는 미디어전송플랫폼을 통해 가

입자에게 전달된다. 미디어전송플랫폼은 방송스트

림을 공급(P/P), 수신(Client), 중계(Relay)하는 스

트림 에이전트(stream agent)와 이들의 상호관계를

제어하고, 서비스 콘텐츠의 목록 및 정보를 저장하

는관리서버로구성된다. 

방송 스트림 릴레이 에이전트는 프로그램 제공자

의 입력 스트림을 서비스 요청자 또는 다른 릴레이

머신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스트림 송·수

신 모듈과 메시지 파서로 이루어지며, 3D 방송프로

그램제공을위한공급에이전트는방송소스로부터

스트림을 획득하여 이를 릴레이 머신으로 전달하는

스트리밍 모듈과 콘텐츠 정보를 구성, 서버에 등록

하는 웹 프로그램 모듈 그리고 메시지 파서로 구성

된다. 수신 에이전트는 내부에 삽입된 플레이어 모

듈 및 외부 플레이어 연동을 위한 메시지 파서, 스트

림 수신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신 에이전트

에는 특히, 3D 콘텐츠의 렌더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3DTV 연동 시에, 3D 화면으로 시청

할수있도록하는모듈이함께삽입되어있다. 

관리 서버는 모든 에이전트의 연결상태 및 이의

스트림 흐름 정책을 결정하는 모듈 및 데이터 베이

스그리고메시지파서로구성되며모든에이전트에

는 최선의 스트리밍 경로를 위한 네트워크 및 시스

<그림 5> 의료교육용 3D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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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측정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 서버는 각 미디

어스트림의 전송 트리를 유지 보수 함과 동시에, 시

스템의 정보 및 클라이언트의 요청 응답 등을 웹 서

비스 형태로 게시한다. 웹 서비스는 XML과 웹에 기

반한분산컴포넌트기술로서다양한표준규격들로

정의된다.

본3D기반의원격교육시범서비스의효용성조사

를 위하여,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워크샵을 포함한 8

회의 3D 원격 의료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로 부

터 3D 의료영상의 효과성 및 잠재력에 대한 의료전

문가의 반응 및 평가를 점검하였다. 조사대상은 3D

의료영상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로서 전문의

66%, 수련의 15%, 기타 19% 등이며, 분야로는 신

경외과 82.5%, 이비인후과 5.3%, 기타 12.3% 등이

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의료인은, 설문을 위하

여 제시된 입체의료영상의 품질에 대체적으로 긍정

적인 평가를 하였으며(입체감에 대한‘좋음’이상의

평가비율 88.1%), 또한, 기존의 평면영상과 비교하

여 입체영상의 이해도도 높게 평가하였다(입체영상

의이해도에대한‘높음’이상의평가비율89.8%).

의료교육현장에서의 입체의료영상 잠재력 역시

높게 평가하고(‘높음’이상의 평가 비율 89.8%), 동

시에, 장래에 진료 또는 의료교육에 활용할 의사 측

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긍정적’이상 평가비

율84.7%).

이러한, 반응을 볼 때, 비록 조사대상이 신경외과

분야에 편중된 점은 있으나, 영상의 품질과 이를 현

실화 할 수 있는 3D기반 S/W 와 H/W 기술을 확보

<그림 6> 3D기반 원격의료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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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신경외과 영역부

터 적용해 나간다면 입체의료영상을 활용한 의료교

육및커뮤니케이션이의료품질향상에크게기여할

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IV. 결 론

2010년 이후 주요 가전기기 메이커에서 3D-

ready TV 및 블루레이 재생장치 등을 기민하게 출

시함으로써 곧 일반 가정에서도 3D 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D 영상 수신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3DTV 를구매해야하는큰장애가있으

나, HDTV가 유사한 과정을 겪었듯이 3DTV도 점차

로 대중화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며, 3D-ready TV와같이HDTV 구입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3DTV의 구매가 점차로 대세가 될

것이다. 2010년은주요가전제품제조사들이3DTV

를 정식 출시하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방송 사업

자들이 3D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3D 서비스가

개화하는원년이될것임이분명하기때문이다.

이러한 3DTV, UHDTV와 같은 고품질, 대용량,

실감형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유선

가입자망의 트래픽은 기가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

상되며, 특히, 양안식, 다시점 3D 콘텐츠를

1080p/60Hz 의 Full HD급 영상으로 전송하기에는

기존의 네트워크 대역폭은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국내의 기존 FTTH망 및 HFC 망을 고도화하여,

1Gbps급의 가입자망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GTTH

서비스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Giga인터넷 선도시범

사업’과 같은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이 요구

된다.

3D 방송 표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TV 방송 네트

워크를 위한 3DTV 전송 표준이 없기 때문에, 각 케

이블 TV 사업자와 IPTV기반 통신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표준을 통해 3D 시험 방송을 제공하는 문제를

안고있다. 

따라서, 3D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

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모든 3D 전송

플랫폼에 걸쳐 생성된 3D 콘텐츠의 방송이 즉각적

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3D 콘텐츠 및 전송에 대

한 제반 표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최근 SMPTE(Society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Engineers), MPEG, 3D@Home을 비롯

한 다양한 해외 단체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와 같은 국내 기관에서도 3D 콘텐츠 및 방송

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이에

대한가시적인성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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