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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난 2001년부터 

지상파, 위성, 케이블방송의 디지털화가 시작되었다.

선명하고 생생한 대형화면과 CD 수준의 음질, 디지

털 텔레비전(Digital Television, DTV) 수상기의 가

격하락과 잠재적 수요로 인하여 텔레비전 방송의 디

지털 전환은 급속도로 진행 완료되었다. 한편 디지털 

데이터 방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상파, 위성, 케이

블 매체 등을 통한 다채널방송(Multi-Mode Service,

MMS) 방송환경도 조성되었다[1].

이러한 디지털 방식의 텔레비전은 문자 다중 방송

(Teletext)이나 자막 방송(Closed Caption, CC)과 같

은 아날로그 방식의 텔레비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

자 프로그램 안내(Electronic Program Guide, EPG),

데이터 방송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데이터의 증가는 비디오 전

송률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비디오 화질의 열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유발하였다[2-3].

자막(字幕)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

안되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속 대화를 글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보통 화면의 맨 아래에 표시하

며, 언어의 대화를 그대로 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또

한, 청각 장애가 있는 시청자들이 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고안된 정보가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청

각 장애가 있는 시청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소리 표현

을 전달한다.

EIA-708 디지털 자막은 사용자 데이터 필드을 사

용하여 매 프레임 마다 한 언어당 매 2바이트씩 삽입

한다[4]. 한편 자막 데이터는 속기사들에 의해 입력

되므로, 수신기에서는 이 지연시간으로 인하여 자막 

동기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화질열화 없이 콘텐츠에 관련된 자

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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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비디오 압축에 있어서 숨겨진 DTV 필수 영

역에 자막데이터를 블록단위의 그레이 영상으로 삽

입함으로써 추가되는 자막데이터로 의한 영상화질 

열화를 방지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DVD 등과 같이 대본에 의해 

미리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자막시간 지연이 발생하

지 않음으로 자막동기가 일치하는 장점이 있다.

2. 디지털 자막(Closed Caption)

자막(字幕)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

안되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속 대화를 글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보통 화면의 맨 아래에 표시하

며, 언어의 대화를 그대로 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또

한, 청각 장애가 있는 시청자들이 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고안된 정보가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청

각 장애가 있는 시청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소리 표현

을 전달하기도 한다. 다중문자 방송의 자막 언어는 

원음을 따르지만 방송국이 여러 언어의 자막을 다중

문자 방송 페이지에 추가해야 하는 다국어 사용 국가

에서는 제외된다.

TV속 기호는 보스턴 공영 방송사 WGBH의 그

래픽 디자이너 Jack Foley가 만들었으며, 이 기호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자막을 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의 공중파 프로그램 대부분

이 폐쇄 자막을 이용해 자막을 송출하고 있으며, 대

부분의 TV 수상기는 자막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자

막시청이 가능하다.

디지털 방송에서의 자막은 사용자 데이터 필드를 

사용하여 Fig. 1과 같은 EIA-708 구문형식으로 매 

프레임 마다 한 언어당 매 2바이트씩 삽입한다. 삽입

되는 언어는 프래임율에 따라 Table 1과와 같이 10-

25개의 언어를 삽입할 수 있으며, 25frames/sec의 경

우 24개 및 29.97frames/sec의 경우 20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5].

따라서 29.97frames/sec의 경우 EIA-708 자막 데

이터는 다음 수식 1과 같이 매 프래임 72byte가 비디

오 스트림에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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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IA-708 DTV Closed Caption Syntax Format.

Table 1. Closed caption data according to frame rate

frame

rate
cc_count

user data

byte

caption data

rate [bps]

23.98 25 87 16,690.08

24 25 87 16,704.00

25 24 84 16,800.00

29.97 20 72 17,262.72

30 20 72 17,280.00

50 12 48 19,200.00

59.97 10 42 20,149.92

60 10 42 20,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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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데이터의 전송률은

   ×sec
 sec

(2)

이 된다. 따라서 자막을 포함하는 비디오 스트림 전

송율은 약 17.3kbps 감소된다. 이러한 비디오 스트림 

전송률의 감소는 비디오 화질의 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막은 대본 없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나 키보드를 사용하여 소리가 표현되기 2-3초 안에 

자막을 입력해야한다[6]. 국내 지상파 DTV의 경우,

자막 데이터는 속기사들에 의해 입력되므로 3초 이

상의 자막 지연이 발생하여, 화자 인식이 바뀌는 문

제가 발생한다.

3. 자막데이터 전송

HD 비디오 콘텐츠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인 8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영역을 DTV 필수 

부가영역(DTV essential hidden area, DEHA)라 명

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Active 영역의 영상화질을 향

상시키는 이론적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증

명한다. 자막데이터 추가에 의한 화질열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자막데이터를 HD 고화질 비디오를 압축

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DEHA을 사용하

여 이미지 블록으로 전송하고, 이를 자막데이터로 복

원하여 사용함으로써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률을 

Fig. 2와 같이 확보함으로써 비디오 화질열화를 방지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이 필수적이나 채널 및 

저장장치의 활용 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HD 필수부

가영역을 사용하여, 다음 Fig. 4와 같이 프로그램 관

련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DTV 방송의 서비

스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3.1 프로그램 관련 메타데이터(Program-related 

metadata)

HD 비디오 콘텐츠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인 8라인의 DEHA가 Fig. 3과 같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DEHA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비디오 엔코

더에의해 추가되어 Active 영역의 영상과 함께 비디

오 스트림으로 압축된다. 압축된 비디오 스트림은 채

널을 통하여 전송되거나 저장장치에 저장된다. 비디

Active 
Video

Caption 
Data

Video Decoder

car accident

Video Stream
DEHA

Video Encoder

Frame Memory

DEHA

User Data

10 10 1... 0

Video Stream
DEHA

Frame Memory

...

Active 
Video

Caption 
Data

car accident

17-Rcaption Mbps

17Mbps

Rcaption

Video stream rate

(a)

(b)

Fig. 2. Video transmission rate expansion for caption data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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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디코더는 Active 영역과 DEHA를 함께 복원하지

만, DEHA는 버려지고 Active 영역만 화면에 출력한

다. 따라서 DEHA는 채널 및 저장장치 활용 면에서 

redundant이다.

현재 DTV 및 IPTV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DEHA

는 Fig. 3과 같이 reference mode, black bar mode

및 white bar mode 등이 사용되고 있다.

reference mode는 MPEG-2/4/H등의 reference

software encoder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Active

영역의 마지막 라인을 복사하여 반복한다[7-8]. black

bar mode는 실시간 비디오 인코더에 의해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DEHA를 모두 black으로 채운다.

본 논문은 ‘기존의 black bar 와 white bar를 조합

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

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DEHA를 활용하여 자막데이

터 전송할 수 있다면 비디오 화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2 자막 데이터 전송을 위한 블록 이미지

부가데이터에 의한 화질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막데이터를 HD 고화질 비디오를 압축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DEHA에 Fig. 4와 같이 8×8

블록의 모든 픽셀 값이 동일한 블록 이미지로 삽입한

다. HD 영상의 경우 240개의 블록 이미지가 DEHA

에 존재한다.

블록 이미지는 비디오 압축과정의 DCT 변환에서 

DC 계수만 값을 가지며 AC 계수 값은 모두 0이 된

다. 또한 DC 계수 값은 전송해야 되는 자막 데이터의 

값과 일치한다.

EIA-708 DTV 자막 구문 형식의 자막 데이터는  

Fig. 3의 밑줄이 없는 검은 바탕의 흰 숫자 값만 프래

임 마다 변화한다. 이는 비디오 압축과정의 움직임 

Video
Input

padding

Video
Encoding 

with 
DEHA

DEHA

Video
Decoding 

with 
DEHA

DEHA DEHA

DEHA

Repeat the last line

Padding Methods discarding

DEHA

Video Encoder Video Decoder

Channel or Storage

DEHA
DEHA

DEHA
DEHA

Video
Output

(a) reference mode

(b) black bar mode

(c) white bar mode

Fig. 3. DTV essential hidden area.

Ancillary Data

Media

7-bit Data Value Vi DC Block Image

Data to
Value

Value
To Image24D16 6516 6416 6916 6116

Fig. 4. Caption data transmission using bloc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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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및 보상 과정에 적합한 형태로 압축된 비디오 

스트림에 아주 적은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제안된 방법은 EIA-708 디지털 자막데이터 추가

을 위하여, Fig. 1과 같은 픽처헤더의 사용자영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압축된 비디오스트림에 추가

적인 데이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자막데이터

에 대한 블록 이미지는 DCT 변환과정에서 DC값만 

존재하므로 자막데이터의 값만 가지며, 이는 MPEG

비디오 압축과정에서 DPCM으로 압축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가진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DTV의 

화질을 유지 하면서 자막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별

도의 EIA-708 디지털 자막을 전송할 때보다 우수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다.

3.3 DEHA 블록이미지를 통한 자막데이터 전송 

자막은 DTV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비디오 스트림 내에 매 프레임 마다 user data로 삽입

된다. 압축된 스트림에 포함된 자막은 매 프레임 마

다 언어마다 2문자 4바이트가 있다. 포함할 수 있는 

언어의 수는 SMPTE 334M에 프레임 율에 따라 다

르게 정의되어 있으며, 10-25개의 언어를 포함할 수 

있다.

캡션 데이터는 동일한 syntax 구조를 가지며, 매

프래임 마다 유사하게 반복된다. 이를 블록이미지 

DEHA로 삽입할 경우, 시간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비디오 압축으로 인한 손상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DEHA의 활용 측면에서 적합하다.

기존의 자막 데이터는 Fig. 5와 같이 픽처 레벨로 

비디오 스트림의 user data 영역으로 전송된다. 제안

된 블록모드 자막은 기존의 Caption user data를 블

록이미지로 변환하여 기존 비디오의 하단의 DEHA

에 padding 된다. 블록이미지 caption DEHA는 ac-

tive video와 함께 압축되고 스트림으로 수신기에 전

송되어 영상으로 복원된다.

Caption user data에서 블록모드 자막 DEHA로 

변경함으로써 픽처를 압축하기 위해 배분된 비트수

를 증가시킬 수 있다. 증가된 비디오 비트는 픽처를 

보다 좋은 화질로 압축할 수 있다. 복원된 픽처는 ac-

tive 영역은 영상출력으로 DEHA는 user data 블록

으로 나누어 Fig. 6과 같이 전달된다.

DEHA to user data 블록은 앞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블록별로 평균으로부터 자막 데이터를 복원한

다. DEHA to user data 블록의 출력은 기존 비디오 

스트림의 caption user data와 동일하다. DEHA to

user data 블록에 의해 복원된 user data는 기존의 

caption decoder에 의해 복원되고 화면에 출력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된 block mode caption DEHA 방법은 검증된 

기존의 reference encoder의 padding 방법과 비교하

여 active video region에서의 화질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블록 이미지를 이용한 자

막데이터의 전송방법을, 비디오 콘텐츠에서 자막데

이터를 추출한 다음 다양한 비디오 테스트 시퀀스에 

적용하여 Fig. 7과 같이 검증한다.

자막 데이터는 실제 방송에서 자막 데이터양이 비

교적 많은 뉴스에서 추출하였으며, NTIA/ITS의 비

디오 화질 연구를 위한 7개의 25frames/sec 시퀀스

와 8개의 29.97frames/sec 시퀀스로 다음 Table 2와 

같이 다양한 환경의 테스트 시퀀스를 구성하였다.

테스트 시퀀스는 ITU에서 권고된 소프트웨어 비

디오 엔코더를 사용하여 압축된다. 이때, 자막데이터

는 EIA-708 규격과 구문을 사용하여 비디오 스트림

에 삽입된다. 기존 방법은 MPEG 사용자 구문을 사

I-picture P-picture B-picture B-picture

Closed caption

B-pictureI-picture P-picture B-picture

Caption in DEHA

DEHA

Fig. 5. Caption data transmission: conventional(above) 

and proposed(belo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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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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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ventional and proposed caption 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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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삽입되며, 제안 방법은 블록 이미지의 형태로 

DEHA에 삽입되어 압축된다. 압축되는 비디오 스트

림 전송률은 Fig. 1을 기준으로 13.0Mbps 및 17.5

Mbps로 설정하였다. 기존 방법의 순수 비디오 스트

림 전송률은 Table 2에 의해 25frames/sec에서 16.8

kbps 및 29.97frames/sec에서 17.3kbps 감소된다.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법으로 각각 압축된 비디오 

스트림은 수신기에 의해 복원되고, 디지털 자막은 화

면에 Fig. 4와 같이 오버레이 된다. 수신기에 의해 

복원된 비디오는 테스트 시퀀스의 원영상과 비교하

여 화질을 검증한다.

4.1 비디오 압축화질 비교

비디오 화질에 대한 실험결과를 다음 Table 4에 

나타내었다. 테스트 시퀀스는 32.3dB∼43.7dB의 고

화질로 압축되었으며, Sunflower 시퀀스를 제외한 

모든 시퀀스에서 화질이 향상되었다. Sunflower 시

퀀스는 43.7dB의 최고화질로 압축되었으며, 이는 버

퍼의 여유로 DEHA 영역에 대한 발생 비트량이 증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움직임 추정에 의해 발생된 

DEHA영역의 AC 계수를 작은 양자화 계수로 양자

화 함으로써 비트스트림에 포함되어 화질의 증가를 

DTV
Encoder

DTV
Encoder

HD Test
Sequence

DEPA 
Generator

Block Image 
Converter

DTV
Receiver

Caption
Data

Quality
Compare

Quality
DifferneceConventional

Proposed
Caption
Data

Proposed 
Decoder 

DEHA to Data

Block
Image

Fig. 7. Test configuration for DEHA utilization for caption 

data transmission.

Table 2. Video test sequences [9-10]

25 frames/sec 29.97 frames/sec

# Name Frames # Name Frames

1-1 Pedestrian Area 375 2-1 Aspen 570

1-2 Riverbed 250 2-2 Controlled burn 570

1-3 Rush Hour 500 2-3 Red Kayak 570

1-4 Station 313 2-4 Snow Mnt 570

1-5 Sunflower 500 2-5 West Wind Easy 570

Table 3. Video quality results of MPEG CBR encoding

Seq. No.
13.0Mbps 17.5Mbps

conventional proposed* difference conventional proposed* difference

1-1 40.851 40.863 0.011 41.629 41.637 0.008

1-2 32.282 32.316 0.034 34.269 34.292 0.023

1-3 41.557 41.564 0.007 42.070 42.074 0.005

1-4 40.313 40.317 0.005 40.826 40.831 0.005

1-5 43.088 43.083 -0.005 43.683 43.681 -0.002

average 39.618 39.629 0.010 40.495 40.503 0.008

2-1 34.812 34.828 0.016 36.122 36.135 0.013

2-2 36.404 36.416 0.012 38.093 38.106 0.013

2-3 35.134 35.143 0.010 36.937 36.950 0.013

2-4 32.405 32.430 0.025 33.533 33.553 0.020

2-5 34.968 35.000 0.032 37.034 37.059 0.024

average 34.727 34.747 0.020 36.399 36.417 0.018

* PSNR of active region and (PSNR) of DEHA except perfect D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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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가져오지 못했다.

Table 3의 비디오 화질에서 기존화질에 대한 화질

향상 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Fig. 8과 같다.

Table 및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방법

은 화질이 낮을수록 향상되는 화질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복원된 자막 데이터

제안된 방법으로 148～159번째 프래임에 삽입된 

DEHA의 블록이미지를 모아서 Fig. 9(a)에 나타내었

다. 표 3에서 압축 화질이 가장 나쁜 Riverbed 시퀀스

의 13.0Mbps로 압축된 DEHA의 블록이미지를 복원

하여 Fig. 9(b)에 나타내었다.

Fig. 9(c)에 보인 원본과 복원 블록 이미지 사이의 

차 영상으로부터, 제안방법은 블록 이미지로부터 자

막데이터를 오류없이 잘 복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자막 화면 결과

자막은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나 키보드를 사용하

여 소리가 표현되기 2-3초 안에 자막을 입력해야한

다. 시청자에게 자막은 화자 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자막에 시간지연이 발생하면 화자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open caption의 형

태의 자막이 사용된다.

국내 지상파 DTV에서 open caption과 closed

caption이 동시에 사용된 일례를 다음 Fig. 12에 나타

내었다. 국내 지상파 DTV의 경우, open caption과 

closed caption 사이에 약 3초 이상의 자막 지연이 

발생하여, Fig. 10(a)와 같이 화자 인식이 바뀌는 문

제가 발생한다.

제안방법은 자막 데이터를 자막 DEHA를 블록 이

미지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Fig. 10(b)와 같이 자막에서도 동기가 일치하

여 화자가 바뀌는 현상이 없으며 open caption과 

closed caption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Conventional video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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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ideo quality difference between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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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block image comparison of from 148th frame to 159th frame:  (a) original, (b) decoded and (c) difference 

image.



1635DTV 화질향상을 위한 자막데이터 전송방법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TV부가데이터 삽입에 있어서,

화질의 열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막데이터 삽입방

법을 제안하였다. 자막데이터를 HD 고화질 비디오

를 압축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부가영역

을 사용하여, Gray Scale 영상블록으로 자막데이터

를 삽입함으로써 화질열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자막동기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제안된 방법은 화질열화를 방지하는 DTV 데이터서

비스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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