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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의 지상파/위성 DMB는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

기를통하여언제어디서나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을시청할수

있는 이동형 방송서비스이다. 이러한 이동형 방송서비스에 스테

레오스코픽영상을이용한입체방송서비스의접목시도가활발

히진행중이다. 스테레오스코픽기술을이용한입체방송서비스

는기존2D영상대비실재감, 자연감, 선명성등의장점을제공하

며3차원의입체형상을구현할수있는신개념서비스로서, 빠른

시장정착과대중화를위해서는플랫폼구축과관련기기의확산

이요구된다. 본논문에서는저사양/저대역의이동방송수신환경

에서스테레오스코픽영상의서비스를위한필요요소기술을도

출하고송수신시스템을제안한다.

Ⅰ. 서 론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HDTV 방송에 이어 더욱 인간 감성에 호소하는 실

감영상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이용한 입체방송 서비스가

대두되고있다.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영상

이란 인간의 시각구조를 모방한 좌, 우 2개의 2차원

영상을이용하여일상에서사람이보고느끼는그대

로의 영상을 획득하여 입체적으로 복원해 내는 3차

원 입체영상을 일컫는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3

차원 세계의 사실적(Reality) 전달이 가능한 영상매

체이며, 실재감(Presence Feeling), 자연감, 선명성

등의장점을갖는다. 이러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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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한 입체기술은 차세대 영상기술로 대두되고 있

으며, 방송에 접목하기위한움직임이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07년도 일본 위성방송을

통해 입체방송 서비스가 최초로 상용화 되었고, 국

내에서도 DMB, 위성방송, IPTV, CATV 및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스테레오스코픽 방송서비스의 시도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가정용 3DTV, 입체핸

드폰, 노트북 등의 3D 입체단말기의 보급이 시작되

고, 3D 카메라와 콘텐츠의 대중화가 가능해짐에 따

라관련시장활성화도클것으로예상된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방송에 활용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입체영상을 촬영하거나 기존 2차원

영상을 3차원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으로 변환 제작

하는 입체영상 기록기술, 제한된 방송 주파수 대역

을통해스테레오스코픽영상을전송하기위한압축

다중화 및 전송 기술, 그리고 전송된 영상을 다시 입

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복호화 및 디스플레이

(display) 기술이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저사양, 저대역의 이동방송환경에

서 스테레오스코픽 방송서비스를 위한 송수신시스

템을제안한다. 이를위해, 스테레오스코픽방송서비

스를 위한 필요 요소기술 도출과 송수신정합 규격을

정의하고 기 개발 구축된 방송시스템의 변경을 최소

화하여효율적으로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한다. 

Ⅱ. 필요 요소 기술

1. 스테레오스코픽영상획득및생성기술

사람의 눈은 가로방향으로 평균 6.5cm 정도 떨어

져있어두눈으로서로다른영상을보게된다. 이두

영상이 서로 망막을 통해 뇌에 전달되고, 뇌는 이를

서로 합쳐 본래 사물의 깊이감과 입체감을 재생하는

데, 이를양안시차에의한입체감이라고한다. 이러한,

인간의 시각체계와 뇌의 인지능력에 기반한 입체영

상 기술은 두 눈과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비

전기술을적용하여2차원영상에부가적으로얻을수

있는정보를창출하고, 이창출된부가적인정보로인

하여생동감및현실감을느낄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입체감을 지각하는 요인에는

양안에 의한 부분과 단안에 의한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양안에 의한 입체감은 주로 생리적인 요인에

서기인된것으로폭주각과양안시차에의해서느끼

게 되며, 반면, 단안에 의한 입체감은 주로 경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초점 조절, 운동시차, 시야의

<그림 1> 양안시차에 의한 입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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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공기투시, 선 원근법, 텍스쳐 구배, 그림자, 중

첩및진출색, 후퇴색에의해입체감을느끼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시차에 의한 입체감을 사용한

다. <그림1>과같이2개의눈이떨어진위치에있음

으로 해서, 어떤 물체를 바라보았을 때 양안의 망막

상은같아지지않고, 주시점으로부터 떨어진위치에

서는 대체로 간격이 생긴다. 이와 같은 간격의 차이

가 양안시차로 불리고, 이 양안시차로 인하여 입체

감을획득할수있다. 

양안카메라를이용한영상획득방법은두대의카

메라를 인간의 두 눈 사이 거리만큼 떨어뜨려 동일

한 사물을 촬영하게 되면, 좌우 눈이 인지하게 되는

동일한 사물의 서로 다른 면이 촬영된다. 거리의 차

이를 구하게 되면, 3차원 공간 내 지점들의 상대적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초점거리와 기준선의 길이가

알려져 있다면 물체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각각의 좌영상과 우영

상을획득할수있다. 

최적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

이 디스플레이의 화면 크기, 거리, 피사체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휴대형 단말기가 보통 2.4~4.3인

치 디스플레이임을 감안할 때, 촬영 시 상정한 조건

과는 다른 조건으로 입체영상을 볼 경우, 시차가 너

무 커서 융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원된 입체

영상을가상입체카메라로다시촬영하여새로운표

시조건에맞게수정하여야한다. 

2.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부호화 기술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기존 2D영상과는 달리

좌, 우 두개의 영상을 처리하여야 함으로 정보량이

상당히 많다. 정보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본 변

수들은 프레임당 라인 수, 프레임당 유효 주사선 수,

프레임 속도, 비월주사율, 색차신호, 표본화 샘플 수,

화면비, 광전변환함수, 수평/수직주사율들이있다.

현재 MPEG 표준화 그룹에서 추진중인 입체 AV 부

호화는양안식또는다시점카메라로부터획득한영

상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 영상 획득 도중 발생될 수

<그림 2> 입체카메라에 의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획득:Dmin(최소관측거리), Dmax(최대관측거리), S(센서간 이격거리), θ(렌즈광각), Dt(주
시거리), P(주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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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이즈 제거, 반향 및 휘도 성분의 불일치 해결

과정을 거쳐, 전처리 과정 이후 변이 및 움직임 기법

을 이용하여 입체영상의 시간적, 공간적 상관도를

제거하여부호화하도록 하고있다. 수신단에서 보다

좋은영상화질을제공하기위하여차영상부호화를

수행하고, 입체영상의특징을 고려한비트율제어를

이용하여 목표 비트율이 부합되도록 비트스트림을

조절하여야한다.  

3.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디스플레이 기술은 크게 안

경방식과 무안경방식으로 나뉜다. 안경방식은 입체

용특수안경을사용하여비교적간단하게입체영상

을구현할수있고, 색재현및해상도가우수하며동

시에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

러나반드시특수안경을착용해야만하는불편함이

있고, 편광필터로 인하여 밝기가 반 이하로 줄어들

기 때문에 화면이 어둡고, 셔터의 개폐로 인한 깜박

거림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안경방식은 편

광방식(Polarized Filter), 시분할 방식(Shutter

Glass), 적청방식(Anaglyph Type), 농도차 방식 등

이있다. 

무안경 방식은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을 지

니고 있으나 입체 시청영역이 특정 시역에 제한되

는 단점을 갖고 있다. 무안경 방식에는 패럴랙스

(Parallax) 배리어 방식과 렌티큘라(Lenticular) 방

식, 다시점(Multiview) 방식등이있다. 

렌티큘라(Lenticular) 방식은 좌우 영상이 디스플

레이 될 수 있는 소자 앞에 하나의 좌우간격에 해당

하는 반원통형 렌티큘러 시트를 부착하여 좌우 각각

의 눈에 좌우에 해당하는 영상만 보이도록 함으로써

입체를느끼게하는방식이다. 패럴랙스(Parallax) 베

리어 방식이란 영상을 획득함에 있어“베리어

(Barrier)”라는 필터를 설치한 후 그 뒤에 적당한 간

격을 두고 좌우 화상을 교대로 배치하여 좌, 우 화상

을분리하여안경없이입체영상을획득할수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렌티큘라 방식이나 패렐랙스 베리어

(a) 패럴랙스 베리어 방식 (b) 렌티큘라 방식

<그림 3> 무안경 디스플레이 기술



82 방송공학회지 15권 1호

82 특집: 3D 방송

방식은안경을이용하지않고입체영상을볼수있지

만,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일정한 시역이 정해진다

는 단점이 있다. 이 입체시 영역은 디스플레이 장치

를구성할때중요한파라미터로고려되어야한다.

DMB와 같은 휴대단말기기에서의 이동방송은 휴

대 편이성을 고려하여 무안경 방식이 적합하며, 사

용자에 의한 2D/3D의 선택적 시청 및 프로그램 편

성에 의한 자동 2D/3D 변환에 대한 요구사항을 쉽

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적 장치를 통한 2D/3D

디스플레이 변환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구현 용이

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패럴랙스 베리어나 렌

티큘라 방식이 이동방송 입체디스플레이에 유리하

게작용한다.

Ⅲ. 이동방송용스테레오스코픽영상
송수신 시스템

본장에서는2장의요소기술에기반한이동방송환

경에서의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송수신 시스템을 설

명한다. 실질적응용및적용을위하여국내이동방송

플랫폼인위성DMB를기준으로설명하도록한다. 

1.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유형

이동방송에서의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는 스테

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와 스테레오스코픽 데이

터서비스로구분된다.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는 좌, 우 영상을

부호화하고 그 결과를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입체감

을제공하는 동영상서비스를 의미하며, 스테레오스

코픽 데이터서비스는 <표 1>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와 비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데이터서비스로분류된다.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는 스테레오스코

픽 전용 또는 2D비디오 서비스와 혼용되어 제공될

수 있으며, 혼용 서비스의 경우 2D 비디오 서비스와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가 동일한 서비스 내

에섞여서제공된다.

2.. 스테레오스코픽 송수신 시스템 구성

<그림 4>는 위성 DMB의 스테레오스코픽 송출시

스템으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신호생성 및 부호

화 전송을 위해 Baseband, 압축다중화, Uplink의 메

인(Main) 시스템과 PMS, APC, 등의 영상의 방송편

성과 운영, PSI/SI, CAS 등의 수신단에서 영상신호

의 구분과 수신제한을 위한 서브(Sub)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입력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전송포맷

변환과정과기존2D영상과의구분을위한시그널링

생성 과정을 거쳐 QVGA의 15fps 이상의 동영상으

로 실시간 인코딩 되고, UDP 또는 DVB-ASI를 통

구분 내용

방송프로그램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데이터서비스

방송프로그램비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데이터서비스

<표 1>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서비스 유형

MPEG-4 BIFS를사용하여스테레오스코픽데이터를2D 비디오와연동하여제공하는입체서비스로

스테레오스코픽데이터를기존2D 비디오화면위에렌더링하여입체감을제공

스테레오스코픽데이터를비디오프로그램과무관하게제공하는서비스로독립적인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의방송망다운로드를통해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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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MPEG-2 TS를 기반으로 한 패킷데이터를 생

성한다.   

위성DMB의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수신기는

<그림 5>와 같이 튜너, CDM 복조부, 비트 디인터리

<그림 4> 위성 DMB 스테레오스코픽 송출시스템 구성; PMS(Program Management System), APC(Auto Program Controller),
PSI/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 & Service Information), B-Server(Broadcasting Server),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BIS(Business Information Server), VAS(Viewrate Analysis System),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그림 5> 위성 DMB 스테레오스코픽 수신기 구조

방송채널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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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비터비 복호기 바이트 디인터리버, 리드 솔로몬

복호기, 역다중화기, 디코더 및 스테레오스코픽 포

맷디코더로구성된다. 스테레오스코픽 포맷디코더

는전송된입체영상신호를전환시켜입체영상재현

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스테레오스코픽 포맷

을영상디스플레이장치에재생되도록한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송수신 과정은 크게“콘

텐츠 구성”, “전송 및 다중화”, “시그널링”의 3단계

과정을거쳐진행된다.

1) 콘텐츠 구성

저사양, 저대역의 이동방송에서의 스테레오스코

픽 서비스를 위하여 화면분할형 스테레오스코픽 비

디오 포맷 형식을 사용한다. 화면분할형(Side-by-

Side)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포맷이란 좌, 우 영상

의 가로 해상도를 각기 반으로 줄인 후 좌우로 붙여

(Side-by-Side)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하고, 그 결

과를 기존 일반 비디오 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호화하여전송하는방식을말한다. 이동방송은실

시간 이동 중에 방송을 수신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비디오 전송 대역폭이 위성,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고정형 방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낮기 때

문에 기존 대역폭을 유지하면서 입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화면분할형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포맷 형식은 콘텐츠 구성방법이 간단하고,

기존대역폭과송출시스템의큰변경없이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 저대역의 방송환경

과 저사양의 단말환경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기존 단말과의 역호환성(Backward com-

patibility)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

기 때문에 수신제한(CA: Conditional Access) 기술

등을이용하여역호환성을보장해주어야한다.

화면분할형스테레오스코픽비디오신호는<그림

6>과 같이, 좌우 영상 신호를 포함하도록 구성하며,

전송이나 압축 등에 강건한 Vertical Line Interface

방식의Side-by-Side 포맷으로구성한다. 

화면분할형스테레오스코픽비디오포맷의콘텐츠구

성에서압축, 단말기로의수신과정은<그림7>과같다. 

①먼저, 좌/우의 원영상을 입력받아 좌영상과 우

영상의홀수번째픽셀값을취해각기해상도를

반으로줄인다.

②1/2 크기의좌/우영상을서로붙여전송을위한

하나의 재구성 영상으로 구성하고, H.264/

AVC Baseline Profile Level 1.3의 부호화 과정

을 거친다. 프레임율은 위성 DMB의 경우

<그림 6> 화면분할형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형식

<그림 7> 화면분할형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의 부호화 및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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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fps, 지상파DMB의경우30fps를사용한다.

③단말에수신된영상은H.264/AVC 복호화과정

을 거쳐 단말에서 좌/우영상 픽셀의 Interlaced

되어입체효과를나타낸다.

2) 전송 및 다중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전송 및 다중

화는 현 이동방송 송수신정합표준[2]에서 정의한

전송매커니즘및다중화방식을따른다.

위성 DMB의 경우, CDM(Code Division Multi-

plexing)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스테레오스코픽 콘

텐츠를 지구국송출센터에서 위성으로 송출하며, 사

용자는 위성으로부터 직접 수신하거나 또는 신호가

약한 실내와 같은 음영지역은 지상 보조중계설비로

부터 수신한다. 지구국에서 위성까지는 업링크

(Uplink)를 통하여 13GHz 또는 14GHz 대역의

CDM 신호와TDM 신호를 전송한다. 위성으로 전송

된 CDM 신호는 2.6GHz로 주파수 변환되어 수신기

로 직접 전송되고, TDM 신호는 11GHz 또는

12GHz의 주파수로 변환되어 지상 보조중계설비로

전송되며, 지상 보조중계설비에서 2.6GHz 대역의

CDM 신호로 주파수 변환되어 수신기로 전송된다.

다중화 구성정보는 ISO/IEC 13818-1 MPEG-2

System의 구성정보를 준수하고, 수신기와 위성간

의 무선구간은 ITU-R Rec.BO.1130-4에 정의된

물리계층규정을준수한다.  

3) 시그널링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서비스의 시그널링를 위하

여 기존 PMT(Program Map Table) 내에 서비스 채

널(Program)을 위한 서술자(descriptor)를 추가하

고, 신규 정의된 스테레오스코픽 엘리먼트 스트림

(Elementary Stream)의 스트림타입(Stream

Type)과 서술자를 통해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구

분한다. 스트림타입을 지정하기 위하여, 식별자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User Private Stream

Type의 stream_type 코드 중 0x80에서 0xFF 사이

의범위에있는적정한값을스트레오스코픽서비스

<그림 8> 위성 DMB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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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스트림타입으로할당한다.

아울러, 수신기에서 기존 일반영상과 스테레오스

코픽입체영상을구분하고, 구성형식정보를식별하

기 위하여 Stereoscopic_service_descriptor를 추가

정의한다.

<표 2>에서 3D_content_flag는 기존 일반영상과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구분하는 필드로‘0’일 경

우일반2D영상을의미하며, ‘1’일경우스테레오스

코픽 영상을 의미한다. 3D_service_type은 스테레

오스코픽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낸다. 방송서비스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다운로드형 방송, 데이터방

송, 슬라이드 방송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어 해당

필드를통해스테레오스코픽영상이적용된여러종

류의 방송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다. Stereoscopic_

composition_type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형식을

구분하는 필드로, Individual 방식, Side-by-Side 방

식, Top-Down 방식, Frame Sequential 방식 등을

구분한다. LR_first 필드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구성하는좌, 우영상의 기준영상을구분하는 필드로

‘0’일 경우 좌영상이 기준영상이 되며, ‘1’일 경우

우영상이기준이된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비디오 엘리먼트 스트림

을 식별하기 위한 서술자로 Stereoscopic_ES_

descriptor를 정의한다. 본 서술자는 PMT의 ES 정

보필드내위치하며, 상세내용은<표3>과같다. 

<표3>에서Stereoscopic_side_info는해당스테레

오스코픽 엘리먼트 스트림이 좌영상 스트림인지, 우

영상 스트림인지를 구분하는 필드이다. Side-by-

Side 방식이나Top-Down 방식의경우, 좌우영상이

하나로 스트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다. Stereoscopic_dependency_flag는 좌우영상 스트

림의독립또는종속특성을식별한다. ‘1’일경우종

속스트림을 나타내며, ‘0’일 경우 독립스트림을 나

타낸다. 종속스트림은 독립스트림의 부가스트림을

의미한다. Elementary_PID는 종속스트림이 참조하

는독립스트림의PID(Packet ID)를나타낸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전자프로그램안내(EPG:

Electronic Program Guide)를 위하여 3D_event_

descriptor 서술자를 정의하여 해당 이벤트(event)

구문 비트수

3D_service_descriptor () {

descriptor_tag bit(8)

descriptor_length bit(8)

reserved b it(7)

3D_contents_flag b it(1)

if(3D_contents_flag) {

reserved b it(4)

3D_service_type bit(4)

if(3D_service_type !=1000) {

reserved bit(3)

stereoscopic_composition_type bit(4)

LR_first bit(1)

}

}

}

<표 2> Stereoscopic_service_descriptor

구문 비트수

Stereoscopic_ES_info_descriptor() {

descriptor_tag bit(8)

descriptor_length b it(8)

reserved b it(4)

stereoscopic_side_info bit(3)

stereoscopic_dependency_flag bit(1)

if(stereoscopic_dependency_flag) {

elementary_PID bit(13)

reserved b it(3)

}

}

<표 3> Stereoscopic_ES_descri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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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인지 일반영상인

지를 시청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서술자

는 EIT(Event Information Table)내에 위치한다. 수

신기는 EIT에서 해당 서술자를 식별하여 <그림 9>

와같이방송안내화면또는채널가이드화면에식별

아이콘(icon) 또는 텍스트를 이용하여 기존 영상과

차별된입체영상임을표시할수있다. 

Ⅴ. 결 론

스테레오스코픽 입체영상 기술은 현장감 있는 인

간 중심의 영상정보 표현수단으로 차세대 영상미디

어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입체기술을 이용한 방

송서비스가 대중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상

관련 기기의 확산과 양질의 콘텐츠 수급이 요구된

다. 아직까지 콘텐츠의 절대적 부족과 단말기 확산,

시야각 확보의 기술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DMB와

같은 휴대형 단말기에서의 3D 입체방송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미디어

기기(Personal Media Device)라는 특성과 단말 교

체 주기를 고려한다면 타 매체 대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용화하기 가장 좋으며, 이미 각각의 요소기

술들이상당히성숙되어있기때문이다. 본논문에서

는 국내 지상파 DMB와 위성DMB에서 적용 가능한

스테레오스코픽 방송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

<그림 9>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전자프로그램가이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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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저대역/저사양의이동방송환경에적합한스테레

오스코픽 콘텐츠 포맷 형식과 전송 및 다중화, 시그

널링 방식을 정의하고, 그에 기반한 송수신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차세대 DTV 핵심기술인 3D방송산

업의정착과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DMB를

활용한모바일3D입체방송서비스가성공적으로시

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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