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산업

선진국은 2011년 이후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을 완

전히 종료하고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환할 예정이

며, 벌써부터 Post-HD방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차세대 방송의 핵심기술을 잡기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대변하듯 Post-HD 방송

서비스로 실감방송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3D 영

화및방송을포함하여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의다

양한 응용 분야에서 3D를 접목한 상용 서비스가 제

공되고있다. 

3DTV 방송은 사실감과 현장감을 내포한 콘텐츠

획득, 압축 및 전송을 통하여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3차원 입체 콘텐츠를 몰입하여 즐기도록 하는 방송

기술로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 선진 각국

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개발 및 산업화 노력이 전

개되고 있다[1]. 최근 이러한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미국 헐리우드의 3D 영화를 댁내까지 제공하기 위

하여 디스플레이 협회는 2008년 초 3D@Home이

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Home Entertainment 환

경에서 3D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BDA(Blu-ray Disk

Association)에서도 2009년 말 역호환성을 보장하

면서 MVC(Multiview Video Coding)기반의 3D

Blu-Ray 표준 규격을 발표하였다[2]. 또한 방송분

야에서는다양한디지털방송플랫폼을토대로상용

3DTV 방송이 서비스됨으로서 본격적인 산업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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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접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일본 BS11 위성방송사는 자사 위성 디지털방송 망

을 통해 매일 1시간씩 3D 입체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

으며 영국의 BskyB 위성방송사는 2010년부터 3D 전

용채널을통해영화및스포츠분야의3D 입체방송을

제공할예정이며미국DirecTV 위성방송사는2010년

에3개의3D 방송채널을할당할계획에있다[3].

케이블 디지털방송 분야에서, 2006년 6월 케이블

방송 채널인 FOX채널은‘고스트 앤 크라임 시즌 2’

중 일부 편수를 3D로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제공

하였으며 ESPN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 경기를 시

작으로 올해 85개 이상의 스포츠 이벤트를 3D생방

송으로제공할예정이다[4]. 또한Discovery 케이블

채널은 소니 및 Imax와 함께 2011년에 3D 채널을

개시, 우주 및 과학 등에 대한 3D 입체 방송을 24시

간방영할계획에있다[5]. 

지상파 디지털방송 분야에서는 ITU-R(Inter-

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및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를 중심으로

SMPTE(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neers) 및 3D@Home 등과 연계하여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에 있다. ATSC의 경우 2009년에 지상파 3DTV 방

송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

로 산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주시하면서 지상파

3DTV 표준화 시점을 논의중에 있으며 DVB는

2010년 1월에‘3DTV Commercial Requirements’

안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상파 3DTV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6]. 국내에서는 차세대방

송표준포럼실감방송분과위원회에서3DTV 콘텐츠

품질평가 및 안전시청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기술

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TTA(Tele-

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내3DTV

PG(PG806)가 발족되어 3DTV 영상신호 포맷 및

부호화규격, 3DTV 송수신정합규격, 3DTV 수신기

(STB) 규격 및 3DTV 품질/안전권고 규격 등 전반

적인 3DTV 방송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할예정이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보면, 3DTV 방송서비스는

본격적인산업화및표준화단계로접어들었으며국

내에서는 2010년 3DTV 실험방송을 시작으로 댁내

고정식 환경에서 시청자에게 고화질 3DTV 방송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DTV PG를 중심으로 지

상파 3DTV 송수신 정합 규격 개발 및 국내/국제 표

준화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 본격적인 3DTV 방송서

비스 표준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

에서는이러한대외적환경을토대로올해부터시작

된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의 성공적인 표준화 수

행을 위하여 국내외 지역단체 표준화기관을 중심으

로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 현황 및 방송

시스템을살펴보고관련기본요구사항및고려사항

을간략하게소개한다. 

II.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

1. ITU-R 표준화

ITU-R은 2008년도 통과된 3DTV에 대한 표준

제안(Question ITU-R 128/6)에 대한 후속조치로

3DTV 표준화에 있어 고려되는 표준화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2012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

행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ITU WG(Working Group)

6C에서는 상기 Question ITU-R 128/6 문서에 대

한 답변과 관련하여 3DTV 방송시스템의 특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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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을포함한“Features of three-dimensional

television video systems for broadcasting”문서를

배포하였다[7]. 

■ 3DTV 방송시스템사용자및시청요구사항

■ 3DTV 콘텐츠 생성, 전/후처리, 녹화, 전송 및 재

생을위한현존하는3DTV 방송시스템기술분석

■ 6,7 또는 8MHz밴드 채널, 위성 및 모바일 망을

통한3DTV 방송서비스솔루션

■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압축 및 변조방식

(DTV 호환가능방식포함)

■ 3DTV 스튜디오디지털인터페이스

■ 3DTV 방송서비스에 적합한 화질/음질 및 객관

적/주관적화질평가방법

2. DVB 표준화

DVB는 2008년 DVB-TM(Technical Module)-

3DTV를 신설하고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TM-3DTV는 DVB 산하의 AhG 그룹으로 3D 및

Stereoscopic TV에대한기술적인표준화를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 배포된“3DTV study

mission report”문서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

발 및 서비스 중인 3DTV 동향 및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3DTV 발전방향 단계를 크게 안경식 3DTV,

다시점/초다시점 3DTV 및 홀로그램 3DTV의 3단

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TM-

3DTV 미팅에서는 ToR(Terms of Re- ference) 및

“Frame compatible”3DTV 방송서비스에 상업적

요구사항초안을작성하였다[8]. 

3. ATSC 표준화

지상파DTV에서의3DTV 관련표준화논의는북

미 지상파 DTV 규격인 ATSC의 표준 확장 움직임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ATSC 2.0은 이미 상용화 방

송중인 ATSC 1.0 표준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역방

향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다양한 방송 서비스

와 시스템 성능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ATSC

위원회는 ATSC 2.0 표준 확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표준 확장을 위한 26개의 아이템을 선정하였고, 이

를 ATSC 회원사들로부터 투표를 통해 표준화 작업

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이중에서 NRT(Non-

RealTime), M/H(Mobile/Handheld) 등은 투표에 무

관하게 이미 TSG(Technology and Standards

Group)가 결성되어 표준규격 제정 작업 중에 있다.

2008년 9월에 시행된 투표결과 3DTV는 26개의 아

이템 중에서 13위를 차지하였으며 투표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면 3DTV 규격이 시장형성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하다는 데는 동조를 하지만 ATSC에서 직접

3D 자체에 대한 규격을 만들기 보다는 SMPTE,

MPEG 등의 표준기관에서 만든 비디오 포맷, 압축

등의 규격을 ATSC 전송에 적합하게 적응시키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투표 결과 몇 개의 아이템들

은별도로규격화작업을하기보다는비슷한성격의

것들을 번들(bundle)로 묶어서 진행하자는데 합의

하여 명명된 3D Bundle은 3DTV와 Advanced

video and audio codecs 을 포함하면서 현재 규격작

업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

고서에서 작성한 3DTV 서비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MPEG-2 based 3D transmission: ATSC 1.0

규격의 방송망을 통한 3DTV 서비스로서 기존

의 MPEG-2 코덱을 통해 스테레오스코픽 비디

오를 다중화(예:side-by-side, top-down 등)



하여 전송함. 기존의 ATSC 1.0 DTV 수신기와

역호환성을제공하지못함

■ MPEG-2 based 2D transmission with 3D

extensible stream: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를

위한 3D 부가 영상을 별도의 부가적인 스트림

으로 압축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ATSC 1.0 수신기와역호환성을보장

■ 2D transmission using MPEG-2 and 3D

simulcast using advanced codec: 기준영상은기존

의 MPEG-2 코덱을 통해 처리하고 스테레오스

코픽비디오를위한부가영상은advanced codec

을사용함으로서3DTV 서비스를위한전송채널

의 효율성을 높임. 현재 국내에서 준비중인 세계

최초의고화질3DTV 실험방송이대표적인예임

■ ATSC 2.0 NRT transmission: 비 실시간 전송

방식에 의해 3DTV 방송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으로 채널 대역폭의 제약성, 역방향 호환성 등

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서비스 시나리오로 인정

되고 있음. 현재 ATSC-NRT, ATSC-M/H 규

격이 최종 완료되면 고정 및 이동환경에서 다양

한 3DTV 방송서비스관련 비즈니스모델이 도

출될것으로사료됨

현재 ATSC는 타 표준단체와의 공조를 통하여

3D 콘텐츠를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규격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채널 제약사항 때문

에 라이브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보다는 NRT를

통한 3D 콘텐츠의 전송에 대한 요구가 먼저 대두되

고있는실정이다.

4. TTA-3DTV PG 표준화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해 3D 콘텐츠 포

맷, 부호화 및 전송, 안전시청 기술 등에 대한 국내

PG ToR 표준화과제 표준화실무반

■3DTV 방송송수신정합규격 ■WG1

- 3DTV 영상신호포맷 - 3DTV 방송송수신정합규격

- 3DTV 영상부호화 - 3DTV 수신기규격

- 지상파3DTV 송수신정합

·3DTV 다중화및전송 ■WG2

·3DTV 자막방송 - 3DTV 품질및안전권고규격

·비실시간3DTV 송수신

- 3DTV 비디오저장및응용포맷

■3DTV 수신기규격

- 3DTV 영상신호인터페이스

- 3D Eyewear 인터페이스

■3DTV 품질및안전권고규격

- 3D 콘텐츠제작

- 3D 콘텐츠및디스플레이품질평가

- 3DTV 안전시청

<표 1> 3DTV PG ToR 및 표준화 과제

디지털3DTV 연구및관련표준개발

806 3DTV방송송수신정합표준개발

매체간3D 콘텐츠호환성확보를위한

표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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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고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

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 표준화를 통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3DTV 방송서비스 산업을 주도하기 위

하여 2009년 12월 TTA 방송기술위원회(TC8)산

하 3DTV 프로젝트 그룹을 발족하였다. 이는 고화

질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3DTV 영상신호 및 송수신 정합, 3D 콘텐츠 품

질 및 디스플레이 규격, 시각피로 및 안전시청 등에

대한 핵심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단일 국가 표

준을 통하여 향후 국제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3DTV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표준화 토대를 마련

하는 것이 목적이다. 3DTV PG는 2010년 2월 킥오

프 미팅을 시작으로 3DTV PG의 활동영역(ToR)

및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선

정된 표준화 과제를 토대로 2개의 표준화 실무반으

로 구성되어 향후 수행일정 및 수행체계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III.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

1. 지상파 3DTV 방송시스템

지상파3DTV 방송은좌영상과우영상으로구성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를 부호화 및 다중화하여 전

송하고, 이를 수신기에서 역다중화 및 복호화하여 시

청자에게 3D 입체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스테

레오스코픽 카메라 또는 저장장치로부터 좌우영상

비디오및오디오를입력받아부호화한후다중화하

여전송하는3DTV 송신시스템과3DTV 방송서비스

수신및재생하는3DTV 수신시스템으로구성된다.  

2. 기본 요구사항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와 관련된 기본 요구사

항은 화질, 시각피로도, 영상신호 표현형태, 서비스

<그림 1> 지상파 3DTV 방송시스템 구성도



호환성, 전송 채널 구성 및 2D/3D 비디오 혼용방송

서비스관련하여분류할수있으며세부적으로는다

음과같다.

■ 화질 : 기존 DTV에서 느끼는 화질보다 현장감,

선명도 등이 우수하며, 일반 시청자의 기준으로

볼 때 3DTV 시청화질의 열화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 시각피로도 : 시각피로도란 지상파 3DTV 방송

서비스시청시일반시청자가인지하는피로도

를 의미하며 관련하여 안전시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한다

■ 영상신호 표현형태 : 화면비는 16:9 또는 4:3이

며영상신호표현형태는스테레오스코픽고선

명(최대HD급) TV급을포함하여야한다

■ 서비스 역호환성 : 기존 DTV 수신기는 3DTV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정상적으로 재생하여야

한다

■ 2D/3D 혼용 방송모드 서비스 : 2D/3D 혼용 방

송모드 서비스는 동일 채널 내에서 2DTV 방송

서비스 및 3DTV 방송서비스가 방송시간 내 혼

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동일 채널

내에서 2D/3D 혼용 방송모드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한다

■ 전송 채널 구성 : 서비스를 위하여 적용되는

DTV 채널 내에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를 다

중화하여전송하여야한다

3. 시그널링 및 다중화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

오 전송은 크게 Frame compatible 방식과 dual

stream 방식으로나눠질수있다. 

첫째, Frame compatible 방식으로는 side-by-

side, top-down, frame sequential 등이 있다. side-

by-side는 좌우영상의 가로해상도를 각기 반으로

줄인 후 좌우로 붙여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한 3D 영

상을 의미하고, top-down은 좌우영상의 세로해상

도를 각기 반으로 줄인 후, 상하로 붙여 하나의 화면

을 구성한 3D 영상을 의미하며, frame sequential은

좌영상과 우영상이 시간에 따라 번갈아 나타나는

3D 영상을 의미한다. Frame compatible 방식의 경

우, 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이지만전송해야할비디오스트림은기존2D

영상에 대한 비디오스트림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므

로다중화및시그널링을포함하는전송측면에서는

기존 2DTV 방송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송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Frame compatible 방법은 3D 수신 기능을 갖추고

있지않은기존DTV 수신기에서는제대로된2D 영

상을 볼 수 없다는 호환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장 단점을 고려해 보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사업자와 같이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채널 운영

이 가능한 서비스 사업자들은 3DTV 방송 서비스를

위한 전송 인프라 구축비용이 거의 없고 수신기 교

체 등을 통하여 기존 DTV 방송서비스와의 호환성

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frame compatible 방식을

통한 3DTV 방송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경우에는한정된주파수자원을이용

하여3DTV 방송서비스뿐만아니라기존의DTV 방

송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므로 frame

compatible 방식을 이용하여 3D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Dual stream을 이용한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

를위해서는기존하나의비디오스트림을전송하는

ATSC 기반의 DTV 규격을 확장하여 기존 DTV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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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와의호환성을유지하면서도두개의비디오스

트림으로 구성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를 효과적

으로 다중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중화 된

TS(Transport Stream)로부터 좌영상 및 우영상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의

DTV 수신기에서는 좌 또는 우 영상만을 인식하여

역다중화 할 수 있도록 하여 3DTV 서비스의 제공

으로 인한 기존 DTV 수신기가 오동작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그널링이 추가적으로 요구

된다. 이를 위해서는 좌영상과 우영상으로 구성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를 하나의 비디오로 정의하

되 기존 DTV 방송서비스 규격과의 호환성을 가지

도록하기위하여좌영상및우영상을별도의기초스

트림(Elementary Stream; ES)으로 분리하여 다중

화 및 시그널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격 확장이 필요

하다. Dual stream을 이용한 지상파 3DTV 방송서

비스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시그널링 방법의 하나의 예로 2개

의 스테레오스코픽 관련 서술자를 고려할 수 있다.

스테레오스코픽 관련 서술자는 각 서술자에 포함된

정보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맵 테이블(PMT :

Program Map Table)내포함되는위치가달라진다.

■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이 2DTV 방송서비스

또는 3DTV 방송서비스를 구별하는 2D/3D 방

송모드구분정보

■ 스테레오스코픽비디오포맷정보

■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에 대한 기준영상 구분

정보

■ 스테레오스코픽 부호화 스트림에 대한 연관관

계정보

■ 스테레오스코픽 부호화 스트림에 대한 좌우영

상구분정보

또한 dual stream 전송방식은 다양한 서비스 시나

리오가 존재함으로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방식부터 각 단계별 표준화가 필요하며 스테레오스

코픽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시그널링

정보에대하여오동작가능성에대한시험을병행하

여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기존 DTV 수신기의

오동작가능성을최소화하는표준규격제정이중요

하다고할수있다. 

1) 스테레오스코픽 프로그램 서술자

스테레오스코픽 프로그램 서술자(Stereoscopic_

program_descriptor)는 3D 방송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PMT의 첫 번째

루프에포함된다. 

•3D_flag: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이 2DTV 방

송서비스 또는 3DTV 방송서비스를 구별하는

필드로서 3DTV 방송서비스일 경우‘1’, 기존

2DTV 방송서비스의 경우‘0’으로 설정한다.

또한 3D_flag는 프로그램 단위의 2D/3D 방송

모드 구분 및 3DTV 방송서비스 내 시간적으로

구문 비트수

Stereoscopic_program_descriptor () {

descriptor_tag bit(8)

descriptor_length bit(8)

reserved b it(7)

3D_flag bit(1)

if (3D_flag)   {

reserved bit(4)

Stereoscipic_composition_type bit(3)

LR_first_flag bit(1)

}

}

<표 2> 스테레오스코픽 프로그램 서술자



2DTV 방송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를 구분하

기위해사용된다.

•Stereoscopic_composition_type: 스테레오스코

픽비디오구성포맷을나타낸다. 

•LR_first_flag: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에 대한

기준영상을 나타낸다. 기준영상이 좌영상인경

우‘1’, 우영상인경우‘0’으로설정한다. 

2) 스테레오스코픽 기초스트림 정보 서술자

스테레오스코픽 기초스트림 정보 서술자는 좌우

영상 구분 및 각 스트림간의 연관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PMT의 두 번째 루프

에포함된다. 

•stereoscopic_view_info_flag: 해당 기초스트림

이 좌영상 스트림인지 우영상 스트림인지를 구

분하는 필드로서‘1’이면 좌영상,‘0’이면 우영

상스트림을의미한다.

•stereoscopic_dependency_flag: 스테레오스코

픽 비디오를 하나의 비디오를 인식하기 위하여

기준영상및부가영상스트림에대한독립/종속

에 대한 연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스테레오스

코픽 비디오는 Dual stream으로 구성되어 전송

되더라도 3DTV 수신기에서 특정 3D 디스플레

이 포맷으로 재구성되어 재생되는 하나의 비디

오로인식된다.

•elementary_PID: 기준 영상 스트림의 ele-

mentary_PID 값을나타낸다.

4. 3D 비디오 인터페이스 및 디스플레이

3D Blu-ray 등과 같은 고화질 콘텐츠 플레이와

3D 디스플레이의 연결을 위해 현재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이다. Full HD급 3D콘텐츠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위해 HDMI는 최근에 1.4규격

제정을 완료하였으며[9], 2010년 2월에 HDMI의

기술표준 및 승인을 관장하는 HDMI 라이센싱 LLC

(HDMI Licensing, LLC) 그룹이 HDMI 1.4의 3D 관

련 부분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현재 HDMI 1.4의

3D 사양은 회원사 및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올

해 중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새로운 1.4규격은 1.3규격에서는 지원하지

않던 최대 4096x2160 해상도 및 3840x 2160 해상

도를 지원하며 현재 Full HD 규격에 비해 가로세로

두 배, 총 네 배 정도 화소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 디

지털 카메라를 위한 색 프로파일의 지원 및 오디오

리턴채널, 3D 영상입출력용포맷과해상도제공등

의개선이더해졌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상파 3DTV용 수

신기 또는 3D Blu-ray 플레이어에 의해 재생된 3D

비디오 서비스 영상 신호는 좌우영상 신호로 분리되

어2DTV 방송서비스와호환성있는안경식3D 디스

구문 비트수

Stereoscopic_ES_info_descriptor () {

descriptor_tag bit(8)

descriptor_length b it(8)

reserved b it(6)

stereoscopic_view_info_flag bit(1)

stereoscopic_dependency_flag bit(1)

if (stereoscopic_dependency_flag) {

reserved b it(3)

elementary_PID bit(13)

}

}

<표 3> 스테레오스코픽 기초스트림 정보 서술자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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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에서재생된다. 종래에는안경식3D 디스플레

이에서 지원되는 입력 방식은 HDMI 1.3 기준으로

side-by-side, top/down 및checkerboard 방식이지

원되나, 이들방식은인터페이스규격의제약때문에

full 해상도의 좌우 영상을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화질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해서는 인터

페이스 규격이 확장된 HDMI 1.4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이용할경우 프레임교대(Frame alternative)방

식, Full 해상도의 side by side 방식 및 필드 교차

(Field alternative) 방식(120Hz 또는 240Hz 지원)의

3DTV 방송서비스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3D 비디

오는 3D 디스플레이상에서 행교차삽입(Row-

interleaving or Line-by-Line) 또는프레임교차삽입

(Frame-by-Frame or Time sequential or Frame

flipping) 방식으로3DTV에서재생된다.

IV. 결 론

본 고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된 지상파 3DTV 방송

서비스의성공적인표준화수행을위하여국내외지

역단체 표준화기관을 중심으로 지상파 3DTV 방송

서비스표준화현황및방송시스템을살펴보고관련

기본 요구사항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3DTV를 포함한 3D 산업 분야는 다양한 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주목

받고 있어 정부에서도 2010년부터 지상파/케이블/

위성기반 3DTV 실험방송을 통한 상용화 및 기술개

발에투자를확대할계획이며세계의주요가전사들

또한 3DTV를 대거 선보이며 Post-HD 시장을 선

도하기위한경쟁이본격화되고있다. 또한TTA 산

하 3DTV PG을 통한 지상파 3DTV 송수신정합 규

<그림 2>  3D 비디오 인터페이스 및 디스플레이



격을 중심으로 국내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 표준

화가본격화됨으로써빠른속도로산업화를향해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가 지상파 3DTV 방

송서비스 표준화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기

술 및 표준화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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