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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준 영상은 방송 스트림으로 전송하고, 부가 영상은 스트리밍 콘텐츠 형태로 수신측에 전달하여 3D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3DTV 시스템을 제안한다. 부가 영상을 파일 기반으로 수신측에 전달할 경우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해야만 3DTV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MPEG DASH 규격을 

이용하여 부가 영상을 전송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전송망을 기반으로 전달되는 기준 영상과 부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동기화하기 위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 스트림에 포함하여 기준 영상 전송 시 함께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송신 및 수신 시스템을 구현한 결과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 시점부터 부가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기준 영상과 동기화하여 3DTV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방송망을 기반으로 3DTV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D 기반의 방송 프로그램 전송시보다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3DTV 콘텐츠를 구성하는 부가 영상을 수신측에 

미리 전송하여 저장해두고, 이후 기준 영상을 실시간 방송 

스트림으로 송출하여 수신기가 기 저장한 부가 영상과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기준 영상을 동기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이러한 파일 전송 기반의 비실시간 

3DTV 콘텐츠 전송 방식은 최근 북미 방송 표준단체인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에서 

제정한 NRT(Non-Real-Time)[2] 전송 규격을 바탕으로 

제안된 개념으로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파일 전송 기반의 비실시간 3DTV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파일 전송 기반의 

비실시간 3DTV 서비스를 위해서는 실시간 기준 영상이 

전송되기 전에 비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부가 영상이 반드시 

수신기에 다운로드가 완료 되어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미리 

부가 영상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송신측과 수신측 모두 파일 

형태의 부가 영상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콘텐츠 관리가 소요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접근 시점으로부터 3DTV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파일 전송 기반의 비실시간 

3DTV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서비스에 진입하게 되면 먼저 관련 부가 영상 

파일 전체를 수신기에 다운로드한 후 3DTV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사용자 접근 시점부터 3DTV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가 영상을 파일 기반으로 수신측에 

전송하는 형태가 아닌 스트리밍 형태로 전송하여 3D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3DTV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적응적 스트리밍을 

위해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 표준화 

진행중인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3] 기반으로 부가 영상을 전달하고 이를 실시간 

방송 스트림으로 전달되는 기준 영상과 연동하여 

사용자에게 3DTV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스트리밍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3 

장에서는 스트림이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를 위한 

송신 시스템과 수신시스템에 대한 설계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4 장에서는 3 장에서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구현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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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스트리밍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는 

[그림 1]과 같이 기준 영상 전송을 위해 기존 2DTV 방송 

시스템[4]을 활용하고, 부가 영상 전송은 I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스트리밍 형태로 전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IP 

네트워크 기반의 스트리밍 전송을 위하여 DASH 규격을 

이용하였다. DASH 는 MPEG 에서 2010 년부터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HTTP 를 이용한 적응형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이다. 

먼저 송신측에서는 기존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준 

영상을 MPEG-2 비디오로 인코딩한 후 MPEG-2 TS[5] 

형태로 송출한다. 이때 수신측에서 방송 스트림으로 

전달되는 기준 영상과 DASH 기반으로 전달되는 부가 

영상을 동기화하여 3DTV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부가 

영상 파일에 대한 접근 정보, 동기화 정보 등을 기준 영상 

스트림과 함께 재다중화하여 송출한다. 송신측에서 

준비되는 부가 영상은 MPEG DASH 규격에 따라 다양한 

비트율에 따른 스트림으로 준비되며, DASH 전송에 적합한 

형태의 파일 조각으로 나누어 저장된다. 이 조각 파일에 

대한 명세는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파일로 생성되어 수신기에 전송된다.  

이후 수신기는 방송망을 통해 전달된 실시간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여 부가 영상 파일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한다.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신기는 IP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반영하는 버퍼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적절한 

미디어 조각 파일을 콘텐츠 서버로 요청하게 되고 부가 

영상 파일을 DASH 규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운로드하게 

된다. 이렇게 다운로드 된 부가 영상을 구성하는 미디어 

조각 파일들은 방송 스트림으로부터 전달되는 동기화 

정보를 기반으로 기준 영상과 함께 동기화되어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를 구성한다. 

 

[그림 1]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 개념도 

 

3.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시스템  

 
3.1 송신 시스템 설계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를 

위한 송신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미디어 입력부, 

미디어 부호화부, DASH 미디어 부호화부, DASH 서버 

기능부, MPEG-2 TS 다중화부로 구성된다. 먼저 미디어 

입력부는 RAID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미디어 부호화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미디어 부호화부는 입력된 

무압축 오디오 및 비디오를 각각 AC-3 오디오와 MPEG-

2 비디오로 부호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MPEG-2 TS 

다중화부는 미디어 부호부에서 전달받은 오디오 스트림과 

비디오 스트림을 다중화하여 MPEG-2 TS를 재다중화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DASH 미디어 부호화부는 MPD 를 생성하고, 부가 

영상 파일을 MPEG-4 AVC[6] 형태로 부호화하여 

MPEG-2 TS 를 생성한 후 이를 DASH 서비스를 위한 

Segmented TS 파일로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ASH 

서버 기능부는 생성된 Segmented TS 와 MPD 파일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여 서비스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설계한 송신 시스템에서는 기준 

영상과 부가 영상의 동기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PMT(Program Map Table)에 3DTV 방송서비스의 시작 

AU의 타임 스템프(Time Stamp) 값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PMT 는 방송 프로그램 선택 시 수신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테이블이므로 PMT 에 동기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3DTV 서비스 구성을 위한 서비스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타임 스템프 값을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PMT 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3DTV 서비스가 시작된 후에도 

실시간 전송 스트림에 포함된 Time stamp 와의 비교를 

통해 간단하게 콘텐츠의 동기 프레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송신 시스템 구성 

 

3.2 수신 시스템 설계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를 

위한 수신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ATSC 8-VSB 

수신부, MPEG-2 TS 역다중화부, 미디어 복호부, DASH 

클라이언트 기능부, 3D 미디어 출력부로 구성된다. ATSC 

8-VSB 수신부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MPEG-2 

TS 스트림을 MPEG-2 TS 역다중화부에 전달한다. 

MPEG-2 TS 역다중화부에서는 TS 를 입력 받아 1 개의 

오디오와 1 개의 비디오 데이터를 타임스탬프 정보와 함께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DASH 서비스를 위해 

PMT 내에 정의된 참조 정보 및 동기화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미디어 복호부는 MPEG-2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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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다중화부에 의해 추출된 ES 스트림을 복호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DASH 클라이언트 기능부는 DASH 규격에 명시된 

MPD 스키마에 따라 수신된 MPD 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미디어 표현을 위한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Initial 

Segment 요청 및 MPD 갱신을 요청하며, 특정 적응형 

집합(AdaptationSet)을 수신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기반으로 현재 네트워크 조건에서 수신 가능한 Segment 

정보를 획득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획득된 TS 

스트림은 MPEG-4 AVC 비디오 디코더로 전달된다.  

3D 미디어 출력부는 DASH 서비스에 의해 추가된 

부가 영상을 이용하여 3D 영상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특히 

3D 미디어 출력부에서는 기준 영상과 부가 영상을 타임 

스탬프를 기반으로 동기화하기 위한 모듈이 설계되었다. 

동기화 모듈에서는 기준 영상과 부가 영상을 동기화 하기 

위하여 송신측에서 전달되는 3DTV 방송서비스의 시작 

AU(Access Unit)의 타임 스템프 값을 분석하여 현재 

재생중인 실시간 전송 스트림의타임 스템프 값과 비교하여 

기준 영상과 부가 영상을 동기화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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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수신 시스템 구성 

 

4.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결과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송신 

시스템은 DASH 서비스 구현을 위해 Apache Tomcat 

Server 7.0 을 사용하였다. Apache Tomcat Server 는 

DASH 규격에서 명시한 HTTP /1.1 GET, Byte range 

access 등을 모두 지원한다.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시스템 검증을 위해 사용된 서비스 

디렉토리의 구성과 검증을 위해 사용된 콘텐츠의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처럼 4M ~ 19M 까지의 각 

폴더에는 각 비트율로 생성된 Segmented TS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그림 4]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 

검증을 위한 콘텐츠 구성  

 
[그림 5]는 시스템 검증을 위해 부가 영상 전송 시 

이용되는 MPD 파일의 일부분으로써 MPD, BaseURL, 

Period, AdaptationSet, Representation, Segment 의 

구조로 기술되어 있다. 수신기는 [그림 5]와 같이 구성된 

MPD 를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MPD 파싱 후 각 

segment 에 대한 URL 정보를 획득하고, 실시간 방송 

스트림으로부터 현재 방송되고 있는 시점의 정보를 

획득하여 관련 segment를 수신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MPD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mlns="urn:mpeg:DASH:schema:MPD:2011"  

  xsi:schemaLocation="urn:mpeg:DASH:schema:MPD:2011" 

  type="static"  

  mediaPresentationDuration="PT6158S"  

  availabilityStartTime="2012-01-19T06:16:42"  

  minBufferTime="PT1.4S"  

  profiles="urn:mpeg:profile:dash:m2ts-main"  

  maxSegmentDuration="PT1S"> 

  <BaseURL>http://192.168.10.200:8080/</BaseURL> 

  <Period id="1" duration="PT356S"> 

  <AdaptationSet  

  mimeType="video/mp2t" codecs="avc1.4D401F,mp4a"  

      frameRate="24000/1001" segmentAlignment="true"> 

  <BaseURL>contents/</BaseURL> 

  <SegmentTemplate  

        media="$RepresentationID$_$Number%05$.ts"  

        initialisation="$RepresentationID$-init.ts" 

        duration="1" startNumber="1"/> 

  <Representation id="4000kbps" bandwidth="4000000" 

width="1920" height="1080"> 

<BaseURL>4M/</BaseURL>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id="7000kbps" bandwidth="7000000" 

width="1920" height="1080"> 

 … 

</Representation> 

    </AdaptationSet> 

  </Period> 

</MPD> 

[그림 5]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 

검증을 위한 MPD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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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 구현 결과를 캡쳐한 화면이다.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에서는 DASH 서비스를 위한 

Segmented 콘텐츠의 처음 부분이 아닌 실시간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사용자가 기준 영상이 전송되는 실시간 프로그램 채널을 

선택하는 시점에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의 재생이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서비스 

재생 화면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기준 영상 

전송을 위해 기존 MEPG-2 기반 DTV 시스템을 이용하며, 

부가 영상 전송을 위해 MPEG 의 DASH 를 이용한다.  

또한 방송 서비스에 접근한 시점부터 부가 영상을 수신하고 

이를 기준 영상과 동기화하여 3D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 영상 전송 시 프로그램 시작 시점의 타임 

스템프를 함께 전송한다. 이와 같은 스트리밍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3DTV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가 실시간 

프로그램 채널을 선택하는 시점부터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제안한 동기화 방법 

외에 프레임 동기화를 제공하는 다른 동기화 방법과의 

비교를 위한 실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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