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방송의 성격이 국민 전체에 대한 서비스임을 고

려할 때, 방송 콘텐츠를 어떤 신체적 장애로 인해

시청할 수 없는 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해결은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에 대한 노력은 방송사

의 몫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의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서비스의 시도

는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 1993년 SBS의 연

중 캠페인‘장애인을 가족처럼’이 시작되면서 방송

기술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조사 되

었고, 이 중에서 한국형 자막방송 서비스의 필요 시

급성이 발견되어 SBS 기술연구소에서 기술방식과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1995년 이를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실용화에는 표

준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으며, 우여

곡절 끝에 1999년 미국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날

로그 자막방송 본 방송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KBS,

LG전자의 노력으로 아날로그 방식이 규격화 되었

으나, 당시 IPR 기술에 대한 관련사의 입장 차이가

커 아직도 아날로그 자막방송 규격은 잠정규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날로그 방

송 초기에 MBC 기술연구소의 적극적 서비스가 지

속적인 방송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바가 컸으나, 이

후 자막방송 수신기는 가격 문제로 크게 보급되지

못했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을 통해 장애인 가구인

실수요 계층에만 수신기가 일부 보급되었다. 다행

히도, 한 동안 일부 프로그램에만 제공되던 자막 방

송은 최근에는 90%이상의 프로그램에 제공되고

있고, 또한 그 품질과 정확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DTV 자막방송은 2006년 KBS 기

술연구소의 많은 노력과 기여로 표준 및 서비스 개

발이 이루어졌고 2007년부터는 DTV 자막방송 본

방송이 시작되었다. 특히 DTV 수신기의 경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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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방송 기능의 추가가 수신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그 활성화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는 전체 방송의 5%정도에 시

행되고 있으며 그 확산에는 몇 가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렇게 방송 서비스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

방송 등의 소외 계층을 위한 방송 기술과 서비스 현

황, 그 발전 방향, 그리고 해결할 문제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II. 자막방송 기술 및 방송 서비스

자막방송을위한기술규격은미국의자막방송규

격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한글 처리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새로이 수정 변경된 부분이 있

으며, 방송사의 송신 시스템 역시 각 사의 실정에 맞

게 국내에서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날로그 자막 방송 규격은 다루지 않고 DTV 자막

방송 규격 및 방송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상황을 살

펴본다.

1. DTV 자막방송 규격

DTV 자막방송 규격은 국내 지상파 디지털 TV를

이용하는 청각 장애인 및 외국 근로자 등의 복지 증

진 및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자막방송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규격의 명칭은

TTAS.KO-07.0050이다. 미국의 DTV 자막방송 규

격인 EIA-708-B 규격과 TTAS.KO-07.0014 “지

상파 디지털 TV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16:9 화면에서 자막을 적절히 표현하

기 위한 내용(자막 윈도우의 위치와 크기, 글자의 크

기와 개수, 전자와 반자의 처리 등)과 한글과 외국어

를표현하기위한방법을정의하고있다. 또한EIA-

708-B의 항목 이외에 국내 환경에 필요한 필수 항

목을 새로 제정하였다. DTV 자막방송을 위한 폐쇄

(Closed) 자막 데이터 채널은 특별한 형식의 데이터

통신프로토콜에따라이루어지며, 이러한형식은폐

쇄 자막 전송의 계층구조를 기술하는 골격을 제공한

다. 캡션 채널 데이터는 전송 계층(Transport

Layer), 패킷 계층(Packet Layer), 서비스 계층

(Service Layer), 코딩 계층(Coding Layer), 그리고

해석 계층(Interpretation Layer)의 5개의 계층구조

들로 구성되며, 이들 5개의 계층들은 <표 1>과 같이

OSI 7 참고모델의상위4개계층에해당된다.

DTV 폐쇄 자막 표준이 규정하는 프로토콜 모델

은<그림1>과같다.

1) 전송 계층(DTVCC Transport Layer)

캡션 채널의 전송은 ATSC A/53과 ISO/IEC

13818에 정의되어 있다. DTVCC 전송 계층은 인코

더에서폐쇄자막데이터의전송메커니즘과텔레비

전 수상기에서의 디코딩 하드웨어 메커니즘으로 구

성된다. DTVCC 관련 데이터는 DTV 비트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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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 프로토콜참조모델 DTVCC 프로토콜모델

Application Interpretation Layer

Presentation Coding Layer

Session Service Layer

- Packet Layer

Transport Transport Layer

Network -

Link -

Physical -

<표 1> 디지털 텔레비전 폐쇄 자막 프로토콜 스택



(bit stream)의 Picture User Data, PMT(Program

Mapping Table) 그리고 EIT(Event Information

Table)의 3개의 독립적인 영역을 통해 전송된다.

DTVCC 서비스 데이터 (예: 폐쇄 자막 텍스트, 윈도

우 명령어 등)는 MPEG-2 Picture User Data에 실

려서전달되고, DTVCC 폐쇄자막채널서비스디렉

터리는 PMT 내에서 디스크립터 정보로 전달된다.

만약, EIT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EIT 내에서 디스크

립터 정보로 전달된다. DTV 비디오 비트스트림,

PMT 그리고 EIT는 <그림 2>와 같이 다른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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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TV 폐쇄자막 프로토콜 모델

<그림 2> DTV 비트스트림에서의 DTVCC 자막 데이터



데이터, 콘트롤, 그리고 동기화 비트 스트림과 다중

화되어DTV 시스템시그널을형성한다

DTVCC 전송 채널의 최대 전송률은 9,600 bps

(bits per second)로 하며, 자막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전송률의 대역폭은 항상 할당되

어 있다. NTSC 폐쇄 자막 데이터는 NTSC 신호의

라인 21, 라인 284 에 실려있는‘Recommended

Practice for Line 21 Data Service, EIA-608-A

규격을 따르는 NTSC 자막 데이터 또는 라인 284

에 실려 있는 한국‘텔레비전 자막 방송 잠정 표준’

규격을 따르는 한글 자막 데이터와 EIA-708-B

규격을 따르는 DTVCC 전용 자막 데이터로 구성된

다. DTVCC 전송 채널 중 NTSC 신호의 라인 21 혹

은 라인 284 에 실려있는 NTSC 자막 데이터 또는

라인 284 에 실려 있는 한글 자막 데이터는, NTSC

텔레비전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DTV

신호를 수신하여 NTSC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에서

사용된다. DTV/MPEG-2 Picture User Data 비트

스트림의 구성을 보면 사용자 데이터(Picture User

Data)와 서비스를 위한 디스크립터로 구성된다. 사

용자 데이터 영역은 <표 2>와 같은 구문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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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사용자데이터영역의구문



•ATSC_identifier : 0x47 0x41 0x39 0x34

(‘GA94’)의 값을 가지는 32비트 코드이며, 이

규격을따르고있음을의미한다.

•user_data_type_code : EIA-708-B 스타일

의자막이사용될경우0x03의값을가지는8비

트코드이며, 다른값들은정의되어있지않다.

•process_em_data_flag : 비상 자막 데이터인

em_data를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플래그

이다. ‘1’일 경우 em_data를 해석하여 처리하

여야하며, ‘0’일경우는em_data를무시한다.

•process_cc_data_flag : 자막 데이터인

cc_data를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플래그이

다. ‘1’일 경우 cc_data를 해석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0’일경우는cc_data를무시한다.

•additional_data_flag : ‘1’일 경우 부가 사용

자데이터가존재함을의미한다.

•cc_count : 이 5비트 정수는 NTSC 와 DTV를

포함하는자막데이터의구성개수를나타낸다.

•em_data : 8비트로서비상자막데이터를표현

한다.

•marker_bits : 이5비트는매cc_data 시퀀스마

다발생한다.

•cc_valid : 이플래그는다음에오는두바이트의

자막 데이터가 유효한 지를 가리킨다. cc_valid

=1일 경우 다음에 오는 두 바이트의 자막 데이

터는유효하다.

•cc_type : 다음에 오는 두 바이트의 자막 데이

터의유형을<표3>과같이나타낸다.

•cc_data_1 : 두 바이트의 자막 데이터 중 첫 번

째바이트이다.

•cc_data_2 : 두 바이트의 자막 데이터 중 두 번

째바이트이다.

•additional_user_data : 향후 자막 데이터의

추가요구사항이있을경우이데이터를이용하여

정의한다.

폐쇄 자막 채널 서비스 디렉토리는 ATSC A/65

(PSIP)에 정의되어 있으며 폐쇄 자막 서비스의 유

형과 속성을 기술한다. 폐쇄 자막 채널 서비스 디렉

터리는 MPEG-2 전송 스트림에서 PMT (또는 EIT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EIT)를 통해 전달된다. 자막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자막 인코더는 DTVCC 전송 채널에 DTVCC 전용

자막 데이터를, PMT나 EIT에 자막 서비스 서술자

(Caption Service Descriptor)를 반드시 보내주어야

한다. 자막 서비스가 존재하는 기존 아날로그 프로

그램을 디지털로 변환한 프로그램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자막 인코더는 DTVCC 전송 채널

에DTVCC 전용자막데이터와함께NTSC 자막데

이터를전송할수있다.

2) 패킷 계층(Packet Layer)

DTVCC 전송 채널 내에서 폐쇄 자막 채널 데이터

는인코딩전에데이터‘패킷’형태로구성된다. 에러

교정, 에러감지, 압축, 그밖에저수준의전송오버헤

드문제들은DTV 계층들의전송시에다루어진다.

다음의<그림3>과<그림4>는각각캡션채널패

킷의구조와구문정보를나타낸것이다.

3) 서비스 계층(Service Layer)

DTVCC 캡션 채널은“서비스”라고 불리는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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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_type 내 용

00 NTSC 라인21 필드1 폐쇄자막데이터

01 NTSC 라인21 필드2 폐쇄자막데이터

10 DTVCC 채널패킷데이터

11 DTVCC 채널패킷시작

<표 3> 자막 데이터 유형(cc_type)의 부호화



의 논리적인 서브 채널들로 나누어진다. 서비스 데

이터들은 필요한 경우에 폐쇄 자막 채널에 삽입된

다. 서비스 계층은 폐쇄 자막 데이터 채널 서비스 개

수, 서비스 유형 그리고 서비스 속성 등의 헤더를 정

의한다. 폐쇄 자막 수신기는 서비스 계층에서 제공

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폐쇄 자막 패킷을 내부 처리

모듈에게 적절하게 전달한다. 폐쇄 자막 채널 서비

스들은 폐쇄 자막 채널 스트림 내의 가상 서브 채널

(Virtual Sub-Channel)들이며, 6개의 표준 서비스

와최대57개의확장서비스를추가할수있다. 따라

서, 총 63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의 <그

림 5>와 <그림 6>은 각 캡션 서비스 블록의 구조와

구문정보를나타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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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캡션 채널 패킷

<그림 4> 캡션 채널 패킷 구문

caption_channel_packet {

/* packet header */

sequence_number : 2 bits

packet_size : 6 bits

/* packet data sequence */

/*if (packet_size_code ==0)*/

/*packet_data_size = 127 */

/*else*/

/*packet_data_size = (packet_size_code *2)-1 */

for (i = 0; i < packet_data_size; i++)

{

Packet_data[i]     : 8 bits;

}

}

<그림 6> 캡션 서비스 블록 구문

service_block {

/* service block header */

block size : 5 bits /*  >= 0&& <= 31               */

service_number : 3 bits

/* extended service block header extension */

if (service_number == b’111’&& block_size !=0)

{

extended_service_number : 6 bits

null_fill : 2 bits

}

/* block data sequence */

if (service_number !=0)

{

for (i=0; i < block_size; i++)

{

Block_data[i] : 8 bits

}

}

{

Service Block Header (1 or 2 bytes)

Service Block Data Byte 1
.
.
.

Service Block Data Byte m (m <=31)

<그림 5 캡션 서비스 블록



4) 코딩 계층(coding layer)

DTVCC 코딩 계층은 폐쇄 자막 데이터가 폐쇄 자

막채널서비스를위해어떻게표현되는지를기술한

다. 폐쇄 자막 코딩 계층은 코드 공간 콘트롤, 폐쇄

자막 명령어, 그리고 폐쇄 자막 문자와 기호들에 코

드값들을할당한다.

5) 해석 계층(Interpretation Layer)

DTVCC 해석 계층은 DTVCC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정의한

다. 해석 계층에서는 폐쇄 자막 데이터 코드가 인코

딩될 때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고, 디코딩될 때는 어

떻게해석되는지를 다룬다. 코딩계층에서는 서비스

데이터바이트들을어떻게표현하는지를다루는반

면, 해석 계층에서는 이들 데이터 바이트들을 어떻

게 처리하는 지를 다룬다. 각각의 폐쇄 자막 서비스

의 데이터 바이트들은 각각 하나의 고유한(unique)

데이터 스트림으로 해석되며, 다른 서비스들로부터

독립적이다.

이상 EIA-708을 기반으로 하여 DTV의 자막방

송 규격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정리하여 보면 전송

계층이 자막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기본 틀이 되며

그 이하 계층은 논리적으로 데이터가 잘 전달되기

위한보조적수단이고코딩계층은자막을위한콘트

롤 코드, 해석 계층은 UI를 위한 데이터 전달로 생각

하면 된다. 기술규격에 대한 설명만이 본 기고의 목

적은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기술적 내용은 EIA-

708을참조하는것이이해가빠를것으로생각한다.

2. 자막방송 송출 시스템

자막방송 공급자로부터 받은 자막 데이터는 일반

적인텍스트스트림과간단한문자색을알려주는콘

트롤 신호로 구성되며 이 신호는 아날로그 캡션을

만드는 EIA-608 캡션서버에서 EIA-608 신호로

가공된 뒤 EIA-608 인코더에서 NTSC 라인 21 혹

은 284 라인에 실리게 된다. DTV 자막의 경우는

EIA-708 캡션서버에서신호를가공한뒤SMPTE

333(DTV Closed Caption Server to Encoder

Interface) 인터페이스를 통해 DTV 비디오 인코더

에제공한다. SMPTE 333은일종의RS232 같은형

태의 인터페이스로 자막을 프로토콜로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비디오 인코더가 3중 백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방송에 전달되는 시스템도 3중으로 구

성되므로 총 6대의 인코더에 자막을 선택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시리얼라우터를이용하였다. 자막인터

페이스는 SMPTE 333이외에 SMPTE 334

(Vertical Ancillary Data Mapping for Bit-Serial

Interface)가 있는데 이는 비디오 신호에 인베디드

된 자막을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SMPTE 334 인터

페이스가시스템구성에간결하기는하나비디오인

코더의 경우 최신형만 SMPTE 334를 지원하고 있

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역 방송사에

자막 신호를 전달하는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하

나는비디오신호에인베디드된자막을전달하는것

인데, 지역 방송사의 인코더가 SMPTE 334를 지원

하지 않을 경우 디인베더를 거쳐 SMPTE 333신호

로 입력시킬 수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TCP/IP 형

태의 자막을 전달한 뒤 지역사에서 각자의 환경에

맞는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것이다. 전자의 방법은

시스템 구성이간단하고, 후자의방법은지역방송용

콘텐츠의 자막을 자체 방송할 경우 시스템 개발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지역 방송 콘텐츠에 연동된 자

막을 송출하려면 APC에 연동하여 자막 송출 서버

가제어되어야함을미리고려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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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TV 자막방송 서비스 상황

지상파 방송 3사는 모든 프로그램의 90%이상을

자막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채널 당 연간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의 대부분은 자

막서비스업체의인건비이며현재대부분의서비스

는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듣고(조

금이라도송출지연을없애기위해아날로그방송을

청취) 이를 속기용 키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네명의속기사가이를위해한조가되어작업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막 오류율은 아주

미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간 자막 방송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SBS에서는 이러한 자막송출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 자막 제작 기법을 도입

하였다. 4시간 전 입고라는 원칙 아래, 사전 입고된

방송테이프는하드디스크기반의비디오파일시스

템에 저장 되는데, 이후 사내의 자막 요원이 그림 8

과 같은 송출 콘텐츠 프리뷰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

램을보면서자막을만들어내어실시간이아닌자막

제작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 서비스 비용을 최

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데, 사전 제작된 자막

데이터는 자막제공업체에 제공되어 속기사가 아닌

1인의 인력으로 동기만 맞추어서 자막 송출이 가능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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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화면 해설 방송과 수화 방송

화면 해설 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이다.

SBS의경우DTV 방송스트림19.4 Mpsb 중음성서

비스는 650Kbps이며, 이 중 주음성은 420Kbp이고

부음성은 320Kbps로 송출되고 있다. 이 중 화면 해

설 방송은 부음성을 통해 전달된다. 부음성은 영화

등의 음성 다중에 쓰이는 채널이므로 원래의 목적과

는 달리 국내의 화면 해설 방송이 송출되는 실정이

다. ATSC 방식에있는Commentary(주석) 서비스가

보다화면해설방송의성격에는맞는다고할수있으

나 현재 국내 수신기가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면해설 방송의 제작은 주로 지문에 있

는 내용을 원래의 음성 및 음향에 추가하는 형태로

제작되고있으며, 방송사별로그제작법이통일되어

있는 제작 권고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프로그

램의 10%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작 시간

이필요한이유로주로재방송에대부분서비스되고

있다. 수화방송의경우는자막방송과같이청각장애

인을위한방송이나많은청각장애인이자막을읽는

것보다수화에대한이해가빠르다는점을고려하는

서비스이다. 특별한기술적문제는없으나수화서비

스 화면이 배경 콘텐츠를 가려, 방송할 수 있는 콘텐

츠가제한된다는문제가있다. 현재전체방송중5%

에 제공되고 있으며 화면 처리 문제로 인해 뉴스, 교

양물 등의 일부 콘텐츠에만 제한되어 있다. 또한 수

화에 대한 표현이 수화사마다 약간씩 상이함으로 인

해 방송사에서는 수화 통역사 품질의 정도를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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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수화사 통

역사의 수화 통역 품질에 대한 문제를 장애인 복지

단체에서제기한경우가있다.  

III. 결 론

국내의소외계층을위한방송서비스는일부부족

한부분이있긴하나서비스품질은양호한편이며특

히자막방송의경우그정확도와실시간성면에서아

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자막방송의 경우, 기술적

으로 좀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은, 자막을 프로그램과

같이 아카이브 장치에 저장하는 환경이 구축되고 자

막을처리하는기능을가진방송용편집장치가있개

발되어 재방송 프로그램에서 저장 자막을 재사용하

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매체에 TV 자막을 이용

하는것도고려할시점이되었다고판단되는데DMB

에자막을제공하게되면이어폰없이대중교통에서

비디오 채널을 시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아직은 DMB 자막방송 규격이 없으나 곧 시작될

DMB 2.0 서비스에이기능을추가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수신기에서작은자막을표현할수있

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장애인에게는 무료

서비스, 일반인에게는 소액의 유료 서비스가 허용 된

다면 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PTV의경우에는DTV 재전송시자막방송이전달되

도록이미IPTV 규격이제정되었다. 한편음성인식을

통한 자막방송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실외 환

경에서까지 그 오류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실제로

는요원한상황이라빠른시간안에상용화하기는그

리 쉽지 않아 보인다. 화면 해설 방송의 상황을 살펴

보면외화등좀더다양한프로그램에제공하기위해

서는ATSC의Commentary 서비스를사용하는것이

적합하나, 이미 사용되는 수신기와의 호환성을 고려

할 때 이를 도입하기도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수화 방송의 경우, 모든 TV 시청자가 이를 보는

것은 적합한 방송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되므

로, 인터넷 같은 별도의 전송 매체를 통해 수화 영상

이 서비스를 원하는 시청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더바람직스럽고확산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

대된다. 또한 수신기가 자막방송을 해석하여 아바타

를사용한수화방송을구현하는기술을개발하는것

도시도해볼만한구현방법의하나가될것이다. 

이상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등의 소

외계층을 위한 방송 서비스 기술 및 방송 시스템,

동향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소외 계

층을 위한 방송 서비스 및 그 기술의 진화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성격

을 감안하면 더 의무감을 가지고 많은 편리한 서비

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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