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수년 전 3DTV 개발 시 낯설음과 설레임, 막상

제품 출시 후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에 따른

아쉬움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 등 여러 어려

움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최근 상전 벽해와도 같은

변화가 느껴지는 데 아마도 아바타의 성공을 넘은

열풍 그리고 CES 2010에서의 핫 이슈화에 힘 받

은 바 크다. 그러나 아바타의 상업적 성공처럼 집집

마다 TV를 통해 늘 품질이 뛰어난 3D 방송을 곧

볼 수 있으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많이 있다.  앞으로 어떤 기술적 이슈들이 있는 지

살펴보자.

II. 양안식 3D 기술 동향 및 이슈

1. 3D 시장의 활성화

각각의 산업별 기술개발의 결과와 연관성은 지금

3D에 쏟는 엄청난 관심 덕에 점차 3D 컨텐츠 제작

증가 및 하드웨어업체와 컨텐츠 제작업체간의 협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순 방향의 3D시장 활성화

의단초가되고있다.

그 기반에는 3D 디스플레이의 준비 완료를 들 수

있는데, 3D 기술및상용화가검토완료되었고다양

한 사이즈의 3D 디스플레이 및 장치들의 공급이 가

능하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이벤트로 본격적

인출시경쟁에이를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아바타 열풍은 3D의 대중적

관심에가장기여한바크고, 기술적고려로선화질및

3D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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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술의발전이볼만한3D를만들어냄으로써3D

컨텐츠에프리미엄을지불할준비가되어있는소비자

증가를불러온점이다. 특히게임, 영화, 스포츠, 다큐멘

터리,성인등다양한분야에서소비자기대가높다.

마지막으로는 3D 컨텐츠의 활용가치의 증가인데

이는 복제불가, 프리미엄 가격이란 매력과 치열한

경쟁에서의생존을위해제작자들도높은관심을보

이고 있고 스카이라이프의 24시간 3D방송, 해외 각

방송사의 3D 방영 선언은 3D컨텐츠의 활용도를 점

차높이고있다. 

2. 각 3D 기술의 흐름도

보다체계적으로3D 각각의산업군들이어떤가치

사슬 및 요소기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엮어져 있는

지 도식적으로 표현해보면아래의<그림1>과같다.

<그림1> 3D 요소기술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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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포멧 SDI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사진 포멧, 전

송 TS를 거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기기의

HDMI신호로 바뀌는 과정은 각 산업 군에서 각기

입,출력이된다. 

3. 입체 컨텐츠 기술개발

3D 컨텐츠 작업에서 생산 및 배급 시스템까지의

부분으로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영화산업, 방송, 게

임 등 전반에서 각각 이해관계에 의한 표준화, 서비

스, 화질 등의 이슈 및 양안입체(스테레오스코픽)영

상을획득하기위한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1) 양안 입체 영상 획득 (STEREOSCOPIC

VIDEO  ACQUISITION) 

① 양안(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얻기위한카메라기술

두 개의 카메라에 의존하여 제작할 때, 먼 거리나

Scale이 큰 scene에 있어서 입체감 조절을 위한 카

메라 세팅과 깊이 감 표현의 한계를 지니며, 두 개의

카메라간의 물리적 차이나 촬영조건의 차이로 인한

부조화는 완성된 입체영상을 볼 때 눈의 피로를 야

기시키며이를개선하기위해다양한기술적검토가

진행되고있다. 

•RIG방법에의한양안식카메라기법

3ality, PACE, 퓨전시스템, ETRI, KBS, 레드로

버, 파버나인 등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며 주 시

각 제어에 따른 분류로 연출에 제한이 있는 수

평식, 좌우영상의 키스톤 왜곡이 있는 교차식,

양측의단점을개선한수평이동식이있다.

카메라배치에의한분류로는평행식과하프미

러를 사용한 직교식이 있는 데 평행식은 두 개

의 카메라 간격이 평행되어 크므로 중/원거리

촬영에적합하며반대로근접촬영시에는직교

식이적합하나거울을통한반사된이미지로색

상 차이 보정, 광축 및 카메라 밸런스 조절이 어

렵다. 또한연출에따라광대역, 중대역, 다이나

믹, 접사 및 돌출 Scene에 맞게 수평식, 수직식,

견착식, 미니 등 다양한 Rig형태의 개발이 요구

되며Zoom-In/Out 자동화, 입체촬영감시시스

템소프트웨어등기술의개발이진행중이다.

•단안렌즈, 트윈렌즈 및 렌즈 어댑터 기술 “SONY,

Panasonic, 아솔”

소니에서는 Rig식의 크고 무거움을 개선하기

위해 싱글렌즈 3D카메라 시스템을 발표했는

데 한 개의 렌즈로 어느 정도까지 양안 시차를

얻을수있는지는두고보아야한다.

기타 다양한 기술들로 다루기 용이한 Rig 시스

템을개발중이다. 

② Computer Generated 3D (CG기술)

소프트웨어 가상 카메라 시점을 활용하여 CG를

좌우 방향에서 두 번 랜더링하여 제작한다. 하지만

고품질의3D 효과를얻기위해선물체거리, 배경, 간

격 변수 등을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CG제작이

고비용이라실사영화에는적용하기힘들다.

③ LIVE action plus CG 합성기술

실사영상과컴퓨터로생성한3D영상효과를합성

한 경우로 Avatar가 대표적이다. 특수촬영과 CG합

성이 필요한 실사영화에 사용된다. 하지만 매우 복

잡한 공정과 CG와 실사간의 초점과 입체감을 미리

맞춰야하는어려움이있다. 

④ 2D to 3D 컨버팅 기술



•전통적인수작업에의한고비용, 고화질방법

기존 검증된 2D 영화를 3D로 만들어 다시 발

표하므로아바타와같이대규모, Long Term투

자 없이 3D의 부가가치를 얻고자 하는 시장의

흐름을 타며 기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입

체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인력 의

존도가높은단점이있다. 

•컴퓨터프로그램밍기법

2D영상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입체 영상으

로 변환하는 것으로 영상 제작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 결과물을 입체화 하는 장점이 있지

만 입체의 완성도가 떨어져 상용화 가능성 검

토가필요하다.  

2) 생산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저장, 편집,

압축기술) 

① VTR및 SWITCHER에 의한 저장기술

•좌,우안분리및깊이감정보저장

•촬영 시 다양한 조건을 LOG데이터로 보관하여 후

반작업데이터로활용

② 스테레오 이미지 프로세서 , 3D 영상 분석 툴, 입

체 감시 시스템, 입체 보정 소프트웨어

촬영오차에 대한 Image 보정, 소프트웨어 툴로

입체영상최적화

③좌,우안영상에대한색일치보상및깊이감조절

3D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3) 부호화 (엔코딩)

① 서비스 매체 (미디어)에 맞는 코덱 기술

•New 입체영상압축엔코더및저장포멧

☞H.264 MVC implementations 다시점 비디

오부호화기술

☞2D + DEPTH 기술

☞모바일 응용 S-VAF (Stereoscopic Video

Application) “MPEG 23000-11”

•Blu-ray Disk Association 

☞블루레이3D 디스크규격발표(2009년12월)

☞1080@ 24fps , 프레임시퀀셜

•HDMI 1.4 규격발표(2009년6월)

☞3D video formats/ Mandatory Formats

(ㄱ) Frame packing  

(ㄴ) Field alternative 

(ㄷ) Line alternative Side-by-side (half)

방송 사용시 역 호환성 없는 방송, 현재

Bs11과SkyLife 

(ㄹ) Line alternative Side-by-side (full)

☞입체 콘텐츠에 의한 구분은 (ㄱ) Holly-

wood 영화필름(ㄴ) 3D gaming (ㄷ) 방송

☞입체 소스 (Sources) 에 의한 구분은

BluRay, PC

4. 3D 전송서비스단과수신처리용디코딩

이슈

방송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이슈이며 최초의 3D

방송은일본위성BS11에서현대아이티의3D TV수

신기를이용하였고단순계산으로봐도3D 영상정보

는 2D 데이터에 비해 2배의 정보량이 필요한 데 이

를 탑재하여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밴드, 전

송비트레이트, 역호환성등의이슈가있다.

1) 시스템 탑재 (서비스&전송) & 디코딩

① Bandwidth 

입체 영상을 위해 기존 bandwidth이용하거나

추가bandwidth확보할지등이이슈

② 입체 지상파 방송에서 ATSC HD급 전송 비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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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19.39MHz 유지 안

2ES(Elementary Stream) CODING (좌우각기

다른 코덱 사용) : 왼쪽 영상은 현재 지상파 방

송과 동일하게 MPEG2로 압축을 해 12Mbps의

속도로 전송하고, 오른쪽 영상은 H.264로 압축

해5.5Mbps로전송하는방식

③ Full HD급 입체(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위한 멀

티플렉싱 기술

④ 역 호환성 BACKWARD COMPATIBILITY 확보

입체 방송 시에도 기존 2D TV수신기에 아무

문제가없도록

⑤ 2D&3D 혼용방송 서비스 구현 안

⑥ 압축률 좋은 CODEC기술

H.264  또는 HVC (High performance Video Codec)

5. 시각화 ( 양안식 3D 디스플레이)

양안식 3D 디스플레이에는 3D 영사시스템을 포

함한 영화관,  3D TV, 3D Monitor등의 디스플레이

를 총칭하며 특수 안경을 사용하여 시각화한 수신

시스템에 한정하며 무 안경 식의 다 시점 입체 디스

플레이는논외로한다.

1) 3D 영사 시스템

속속 디지털 3D 영화관이 생기고 아바타로 인한

실제 3D 영화관 이용객 증가로 3D영화관(시스템)

의 품질 비교에 대중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3D 디지털 방식은 실버 스크린에 편광안

경을 끼고 보는 마스터이미지와 리얼 디 방식이고

구조로 보면 Dolby방식은 프로젝터 내부 장착형이

며 칼라보상과정이 필요하여 서버와 호환이 제한적

이지만일반스크린을사용한다는강점이있다. 

2) 양안식 3D 디스플레이 기술

① 3D FORMATTER 기능

다양한양안입체(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입력포

멧을각디스플레이방식에맞게포멧팅이필요함.

② 양안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3D TV에서의 2D to

3D Real Time Conversion 기술

구분(회사) MasterImage Real D Dolby XpanD

방식 원편광회전필터 셔터LCD RGB 컬러필터 셔터

구조 외부장착형 외부장착형 내부장착형 외부장착형

안경 편광안경 편광안경 RGB안경 셔터안경

스크린 실버 실버 일반 일반

<표 1> 회사별 3D영사시스템 비교

포멧명칭 SIDE BY SIDE TOP and BOTTOM FRAME SEQUENTIAL Checkerboard

좌우영상입력모양

<표 2> 입체영상 입력 포멧



컨텐츠단에서의3D컨버팅이슈와구분하자면디

스플레이에서는 실시간 처리되어야 하며 아직은 부

족한 입체 컨텐츠를 생각하면 기존의 2D영상을 위

한3D 전환기술은중요하다. 단, 실시간 처리와모든

오브젝트의 3D랜더링을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구현이라는 일괄자동방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3D입체로 만들어진 컨텐츠

대비영상품질저하는감안해야만한다. 

2D영상의영상의특징점을추출하고특징을분석

하여스테레오스코픽영상을만들어내는기술로성

능 향상을 위한 많은 연산량과 영상을 저장할 메모

리가필요하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오리지날 소스 (2D)영상에

Depth Map을 Rendering 하는 것으로 알고리즘 적

유추를 위해선 매뉴얼 3D영상 변환제작 경험 활용,

색 정보, Edge 정보, 움직임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③ 오토 컨버전스 (Auto Convergence)

후지3D입체카메라는상업적으로판매하여일반

<그림 2> 2D to 3D 전환 이미지 처리 방식

<그림 3>:  AUTO CONVERGENCE 처리 예

Filter-A

Filter-B

Source(Left)

Source(Right)

edge

disparity adjust

Convergence center image

Depth Map

3D (Barrier/Anaglyph)

Original Source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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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쉽게 양안(스테레오스코픽) 입체 영상을

획득하도록 했다.  이 입체영상 획득에 필요한 기

술이오토컨버전스이다.

<그림 3>과 같이 두 개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입

력된 왼쪽영상과 오른쪽영상의 물체 윤곽선 정보

를 이용, 물체의 거리정보 판단하고 윤곽선의 유

효성을 위해 필터링, 상관성 판단하는 블록 설계

로 입체감이 가장 잘 나타나는 2개의 영상의 수평

위치를재조절하는기술이다. 

3) 편광 안경 식과 셔터 안경 식 3D LCD 디

스플레이의 비교 (<표 3> 참조)

비교항목 편광안경식 셔터안경식

원리도해

좌,우안영상분리방식

3D 안경

3D 영상의색감및밝기
(3D안경착용시)

시야각

해상도

제조비용

공간활용성

디스플레이포맷

CROSSTALK (좌,우영상

간섭)에의한어지러움

PANEL 앞에부착된편광필름과편광안경에의해좌,

우영상분리

가볍고저렴(가격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 

좌,우영상분리가물리적인한개의공간에서 분할됨

으로CROSS TALK가없는영상구현가능☞색의왜곡

이나어지러움이거의없음(디스플레이에서비교했을

때이며컨텐츠의왜곡시어지러울수있음)

여러3D 디스플레이중우수함

수평시야각은거의제한없고, 상하시야각은15%에

제한되지만디스플레이사이즈가클경우문제의정도

는미미함.

공간적분리로수직해상도저하(1/2) 

고화질영상구현가능

PANEL 전면에편광필름을부착해야함으로디스플레

이제조비용증가

불특정다수를위한대중(POP)공간

등에서도구현가능

LINE BY LINE 

(HORIZENTAL  INTERLEAVED)

디스플레이와 안경의 좌,우안 개폐를 동기(sync.)시킴

으로좌,우영상분리

편광에 비해 무겁고 불편하며 고가임 (충전이 필요한

전자기기)

좌,우영상이전기신호식셔터안경에의해같은공간에서

시분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CROSSTALK 발생 (LCD

PANEL응답속도 고속화 기술 및 240Hz 블랙화면삽입,

백 라이트 구동기술의 발달로 상당한 수준 개선이 이루

어졌으나어지러움이존재)

셔터의개폐안경특성에따라어둡게표현됨

디스플레이시야각은우수하지만시청자의위치가안경

과디스플레이동기조건에 영향을받을수있다.

해상도저하없이FULL HD구현가능

고성능 PANEL 240Hz이상 급(대형TV)적용이 필요하지

만 프리미엄 급 TV와는 차이가 없으므로 디스플레이 제

조비용부담이적다. 

고가의 안경관리문제 및 동기신호 인식 등의 문제로 대

중공간활용성떨어짐.

(사진insight media자료참조)

FRAME BY FRAME (FRAME  SEQUENTIAL)

<표 3> 편광 VS 셔터

Shuttered Glasses

IR Emitter

(사진,전자신문발췌)



편광안경식이나 셔터안경식 모두 기기 변경 없이

한디스플레이에서2D영상, 3D영상시청이가능하다.

III. 입체 3D 방송과 3DTV 기술 동향

1. 3D 방송의 개념

시청자가마치현장에서있는것같은영상의제공

으로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것을 총칭 실감형 방송이

라고할때, 그중스테레오스코픽즉양안의3D 컨텐

츠를 제작, 가공, 전송 그리고 재현을 위한 플랫폼 구

축, 방송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의 압축 등의 방송기

술 을 통해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3D 입

체컨텐츠를전달하는것을3D 입체방송이라한다. 

3차원 영상(실사 및 CG포함)의 요인으로는 깊이,

거리감및부피감(볼륨감)이있다.

2. 3D 방송 추진배경

고해상도HD 디지털방송이후의미래형TV 서비스

이며방송서비스에대한차원높은소비자의욕구증

대와 무한 경쟁에서 블루 오션을 선점하려는 서비스

매체의노력과기술발달의자연스러운결과물이다.

3. 각국 3D방송 현황

최초의 3D 방송은 일본에서 2007년 11월 위성방

송 BS11개국과 더불어 12월“3D 입체혁명”이란 제

목하에 시험방송 실시에 이어 이듬해 현대아이티의

<그림 4> 전세계 3D방송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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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 디지털 3DTV의 정식 출시시점, 4월에 맞춰

세계최초의 3DTV방송 및 TV수신 상용화에 닻을

올렸다. 이후 매일 1시간이상의 3D 정규방송이 편

성되면서지금에이르고있다.

추가로 일본 스카이퍼펙트 TV는 2010년 올해 6

월부터 월 2~3개의 3D 방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하

므로 일본에서는 3D 방송에서도 경쟁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영국 위성방송인 브리

티시 스카이 브로드캐스팅 (BskyB)에서도 일부 프

로그램에 대한 3D 방송을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서 올 1월부터

전용 HD 1번 채널에 24시간 3D 방송을 실시중에

있으며, 유럽의OPEN SKY도연구중이다.

월드컵을 앞두고 3D방송 시작을 알리는 선언도

줄을 잇고 있는 데 먼저 스포츠 채널 ESPN은 오는

6월 시작하는 남아공월드컵을 3D 방송으로 중계한

다고 하고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는

소니와 공동으로 2011년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3DTV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호주의 폭스

텔등도3D 채널에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국내 케이블에서도 작년 말부터 CJ 헬로비젼 에

서 3D VOD를 시범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 해 몇 개

의 MSO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의 IPTV

에서도 3D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는 FRANCE

TELECOM, SK 브로드밴드등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3D 지상파 실험방

송실시를 올 10월에 한다고 공언하였고 방송통신위

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3D TV 시험 방송 추진

단을출범시켰다

4. 한국의 3D 실험방송

1) 3D TV시대의 개막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가장 발 빠르게

<그림 5> 3DTV 시대 개막



3D를차세대핵심과제로주도하면서차세대신기술

방송으로3D TV시대의개막을선언했다. 선언적의

미를도식화하여표현하면, <그림5>와같다.

2) 3DTV 방송진흥센터 개소

3DTV방송진흥센터를 개소하면서 발표한 역할분

담및운영체계는아래의그림과같으며ETRI가핵심

기술을개발하며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 

3) 3D 방송기술의 차별화

신성장동력으로의 야심찬 3D방송의 출발은 기술

적 차별화에 있다. 첫째가 채널당 주파수 대역의 제

한을 받는 지상파에서의 고화질 Full HD급 3D 영상

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방송시 2D 및 3D TV

수신기의 구분 없는 역호환성 보장기술이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세계시

장에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핵심 지적재산확보 및

기술표준화를주도하며자연스레3D를통한국내산

업의 활성화와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표현

이다. 1차로 10월 G20 행사 시 3D 실험 방송을 목표

로하며실험방송과정에서문제점을발췌개선함으

로써 본 방송에 밑거름이 되도록 준비하면서 지상파

R&D 3개년(2010~2012)과제와도 연계하고있다.

<그림 6>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표준화지원 3D방송대국민홍보 3DTV 동향및통계조사

3D방송기술규격

및표준화현황제공
3D방송관계기관협력

(프로젝트, 포럼구성)

3D 방송활서화종합지원

국내외3D 콘텐츠협력

및정보제공

3DTV 실험방송추진단 T/F 팀

3DTV

방송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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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지금껏 양안식 3D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및 3D

방송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그 중 단연 관심이 집중

되는것은3D 입체방송이아닐까싶다. 추진하는많

은 사람들이 3D 방송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

나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갈 때처럼 패러다

임 전환으로 보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점에 맞는 옵

션, 부가기능으로 바라본다는 점인 데 디지털 전환

시 겪었던 많은 문제점 및 피로감, 소모성 논쟁에서

벗어나 디지털이 가지는 속성을 최대한 활용, 새로

운 시장창출과 산업융합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많

은기대감이있기때문이다.

이미고화질, 대형화 되어버린기존디지털TV시

장에서 LED BLU를 사용함으로 친환경과 슬림 디

자인 두 마리 토끼를 다잡고 미래 고부가가치 실현

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대형 TV 메이커들의 마케

팅 모델 형으로 3D TV가 이해관계상 맞아 떨어지

고있으나하드웨어경쟁력만으로성공가능성을점

치기는어렵다. 일부3D TV시장판매예측에허상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3D TV READY형태로 셔터 안

경을 제외하고 3DTV의 디스플레이 부분만 보면

2D TV 와의구분점이크지않다는점도간과할수

없다.

뛰어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는 자랑하지만 3D컨

텐츠 제작 기술 및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다는 국내

3D 사업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 할 만한 활성화 방

안들이 계속 나와 주고, 노력에 대한 결실이 이루어

진다면 국내3D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산업이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볼 만한 켄텐츠는 비단 기술적으

로 완벽한 3D구현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스토리가

재미있어야 되며가장창의적이어야 한다. 컨텐츠의

투자계획과관련산업인력확충이라는커다란질문

에답을해야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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