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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DTV는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여세를 몰아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3DTV 방송에서도 이를 접목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및 응용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케이블 및 위성 매체기반의 상용 3DTV 방송서비스를 점차 지상

파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 방송 표준단체는 타 표준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지상파 3DTV 방

송서비스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표준화 흐름 속에 북미 지상파 및 케

이블 표준단체인 ATSC, SCTE 표준화 현황 및 국내 TTA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3DTV 방송 표준

화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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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기반 기술의 연구는 일

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2009년도 이후로 3D 영화 및 3D 콘텐

츠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이를 가정으로 보급하려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방송을 통한 3D 콘텐츠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케이블 및 위성매체 기반의 3DTV 

방송서비스는 이미 상용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 지상파에도 접목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 지역단

체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3D 콘

텐츠 제작, 편집, 압축 및 전송, 수신 및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 움직임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3DTV 방송서비스는 영향력 및 

기대효과가 큰 Post-HD 방송서비스로서 세계 각국

이 표준화에서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케이블 분야에서 SCTE[2]는 2009년 2월부터 케

이블 망을 통하여 3D 콘텐트를 전송하기 위한 표준 

선정 작업인 ‘3D over Cable’ 프로젝트를 착수하였

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3D 방송서비스를 위한 전

송 프로토콜 등 SCTE 표준에서 변경 및 확장되어

야 할 부분과 기존 표준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의

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3DTV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

다. 또한, 북미 CableLabs는 2010년 5월까지 ‘3D 

over Cable’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2단계(Phase 

1, Phase 2)로 나누어 규격 개발을 하였으며 현재는 

Phase 2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3].  

지상파 분야에서 ATSC[4]는 2009년 7월부터 

3DTV PT-1을 발족하여 지상파 방송사 및 산업체 

요구사항, 지상파 3DTV 서비스 시나리오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 보고를 목적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다. 또한, 물리적인 제약사항 때문에 실

시간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보다는 비실시간을 

통한 3D 콘텐트의 전송에 대한 요구가 먼저 대두되

고 있는 실정으로 ATSC S13 NRT AhG에서는 새롭

게 만들어질 NRT 2.0 표준의 요구사항에 3D 콘텐트 

전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TTA 3DTV PG(PG806)을 중심으로 

3DTV 송수신 정합 표준 규격, 3DTV 콘텐트 품질평

가 및 안전시청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각 매체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

는 ‘3DTV 방송을 위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영상 

및 전송포맷 기술 규격’ 표준 초안 및 ‘지상파 3DTV 

송수신정합’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KDCF 

[5]는 2010년 3월부터 케이블 상에서 3D 콘텐트를 

전송하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표준 

초안을 TTA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보면, Frame-compatible

을 중심으로 케이블 3DTV 방송서비스는 본격적인 

표준화 단계로,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는 표준화 

초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을 

중심으로 종래 디지털방송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Full HD급 3D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er-

vice-compatible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표준화 흐름 속에 북

미 지상파 및 케이블 표준단체인 ATSC, SCTE 표준

화 현황 및 국내 TTA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3DTV 

방송 표준화 현황을 소개한다. 

Ⅱ. 북미 지상파 및 케이블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 현황 

1.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 현황 

ATSC는 2008년 이후로 타 표준단체와의 공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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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3D 콘텐츠를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크게 다음의 2개의 

WG을 통하여 3DTV 표준화를 수행 중에 있다.  

<표 1> 3DTV 방송서비스 방식 

구분 방식 

1 
2D와 3D 별도 프로그램, 3D는 MPEG-2 기반 Left/ 

Right full 해상도 서비스 

2 
2D와 3D 별도 프로그램, 3D는 MPEG-2 기반 Frame- 

compatible 서비스 

3 
2D와 3D 별도 프로그램, 3D는 AVC 기반 Frame-

compatible 서비스 

4 
2D와 3D 별도 프로그램, 3D는 AVC 기반 Left/Right 

full 해상도 서비스 

5 
2D와 3D 별도 프로그램, 3D base 및 enhancement 

layer로 구성된 서비스(ex, FCC) 

6 
3D에서 2D 프로그램 추출 가능, Left는 기존 방송 코

덱, Right는 MPEG-2 또는 MVP 기반 서비스 

7 
3D에서 2D 프로그램 추출 가능, Left는 기존 방송 코

덱, Right는 AVC 기반 서비스 

8 

3D에서 2D 프로그램 추출 가능, Left는 기존 방송 코

덱, Right는 inter-view 또는 temporal reference 기

반의 서비스(새로운 코덱 적용) 

9 
2D와 3D 별도 프로그램, 3D는 2D+Plus Depth로 표

현 

10
3D에서 2D 프로그램 추출 가능, 3D는 2D에 Depth 

추가한 형식 

11
2D와 3D 별도 프로그램, 3D는 multi-view 비디오와 

각 비디오별 depth view로 표현 

12

2D와 3D 별도 프로그램, 3D는 2D 프로그램에 right 

view와 두 개의 depth view를 AVC로 코딩하여 보내

는 서비스 

Note 1) 6, 7, 8, 10, 12: Service compatible service 

• ATSC 3DTV PT-1 

• ATSC S13-1(NRT AhG) 

가. ATSC 3DTV PT-1 

ATSC에서는 지상파 3DTV 전송 표준을 위하여 

3DTV PT-1을 발족, 2010년 5월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사항, 3DTV 방송서

비스 시나리오 및 기술적 특징 등을 위한 선행 조사

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 조사 결과를 

TSG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상기 

보고서를 토대로 ATSC에서 본격적인 3DTV 전송

표준화 수행여부 및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DTV PT-1은 크게 3가지의 파트로 나뉘

어 표준화가 추진 중에 있다.  

• 3DTV PT-1A: Human visual Science 

• 3DTV PT-1B: Contents 

• 3DTV PT-1C: Technology 

3DTV PT-1A는 고정형/모바일 기반의 3DTV 

방송서비스에 있어 인간의 시각 및 깊이감 인식 등 

시청안정성, 3DTV 화질, 피로시각, 3D 디스플레이 

영향 등 전반적으로 3DTV 방송서비스에 대하여 휴

먼팩터 범위 내에서 고려사항과 아이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3DTV PT-1B는 3D 콘텐츠 특성, 제작 방법, 카

메라 촬영 등 전반적으로 3D 콘텐츠 획득에 대한 고

려사항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 중

에 있다.  

3DTV PT-1C는 3DTV 방송서비스에 있어 요구

되는 부호화, 전송 및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현재 지상파 방송사 요구

사항에 따라 각 전송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표 1>과 같이 12가지의 3DTV 방

송서비스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사

항(코덱 등)을 정리 중에 있다[6].  

나. ATSC S13-1(NRT AhG) 

ATSC S13-1(NRT AhG)에서는 2008년부터 NRT

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WD 문서의 찬

반을 결정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 NRT WD 문서

를 최종 승인하여 2010년 12월 2일 Candidate 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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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d로 상정하였다[7]. 완료된 WD 문서는 2D 콘텐

츠의 비실시간 서비스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시

스템 요구사항 문서를 작성 중에 있다[8].  

요구사항 문서에서는 3D 콘텐츠에 대한 시그널

링, 3D 미디어 포맷 등 ‘3D contents over NRT’ 전

송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

램 독립형 또는 연동형 3D NRT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2. 케이블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 현황 

SCTE는 2009년 케이블 상에서 3DTV 방송서비

스 관련 검토를 위하여 SCTE DVS 내 3D AhG을 

중심으로 ‘3D over Cable’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3D over Cable’ 프로젝트는 케이블 3DTV 방송서

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존 SCTE 표준에 미치는 영

향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규격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6월 말 3D AhG는 프로젝트 

수행 최종보고서를 DVS에 제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방송서비

스를 총 3단계에 걸쳐서(Phase 1, 2, 3) 도입하는 방

안 및 기존 SCTE 규격들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Phase 1: Frame-compatible 서비스, 기존 SCTE 

규격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side by side 기반의 

3DTV 방송서비스 제공 

• Phase 2: Phase 1에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하

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그널링 추가(3D 콘텐

츠 포맷, 깊이정보/시차정보 등) 

• Phase 3: Full 해상도 및 Service-compatible 

방송서비스 지원, 현재 3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Phase 2에 대하여, 2010년 7월 SCTE는 MPEG-

2 기반 Frame-compatible 3DTV 방송서비스를 위

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그널링에 대한 표준화 

진행을 MPEG에 요청하였으며, MPEG은 93차 미팅

을 시작으로 ‘Signaling of Stereoscopic video in 

MPEG-2’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Signaling of Stereoscopic video in MPEG-

2’ 기술은 크게 비디오 스트림 내에서 Frame-com-

patible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3D 콘텐츠 포맷 

구분 정보와 시스템 레벨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스

트림 타입 및 관련 서술자 추가 정의가 주 이슈로 현

재 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9],[10].  

또한, CableLabs에서는 2010년 5월까지 ‘3D 

over Cable’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총 2단계에 

걸쳐 관련 규격 개발을 진행하였다.  

• Phase 1: Frame-compatible 서비스, 기존 SCTE 

규격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720 24P TaB, 1080 

24P TaB, 1080 60i SbS 방송서비스 제공 

• Phase 2: Full 해상도 지원 3DTV 방송서비스 

지원, 현재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Ⅲ. 국내 지상파 및 케이블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 현황 

1. 지상파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 현황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해 3D 콘텐트 포

맷, 부호화 및 전송, 수신기 규격 및 안전시청 기술 등

에 대한 국내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국제 표

준화를 통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3DTV 방송서비

스 산업을 주도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TTA 방송

기술위원회(TC8) 산하 3DTV 프로젝트 그룹(PG806)

을 발족하였다. 이는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를 위

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송수신 정합, 3D 콘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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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 현황 품질 및 디스플레이 규격, 시각피로 및 안전시청에 대

한 핵심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2010년 2월 킥오

프 미팅을 시작으로 3DTV PG는 2개의 실무반을 구

성,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2010년 3월 국내 케이블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케이블 망을 통하여 3D 콘텐트를 전송하기 위한 

3DTV 실무반이 KDCF 내 발족되어 관련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3DTV WG의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다. 

특히, WG1(PG8061)은 2011년 상반기를 목표

로 ‘3DTV 방송을 위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영상 

및 전송포맷 기술 규격’에 관한 기술규격 표준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 이는 각 매체별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Stereoscopic over TS’ 

전송 규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케이블 3DTV 송수신 규격(안) 작성 

• 케이블 3DTV STB 규격(안) 작성 

2011년 2월 디지털 케이블 3D 방송 송수신정합

규격에 관한 기술규격 표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표

준 초안은 Frame/Service-compatible 3DTV 방송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내 Service-com-

patible 송수신정합 표준화는 SCTE에서도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표준화 공조 또는 

표준기고가 요구되고 있다.  

• 3DTV 방송 공통 서비스 및 시스템 요구사항 

•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포맷 

•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부복호화 규격 

•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다중화 및 시그널링 

• Frame/Service-compatible 3DTV 방송서비스

를 위한 PMT 구조 현재 ‘디지털 케이블 3D 방송 송수신정합 규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TTA 

PG803에 제안되어 규격 검토 및 추가 기술 제안 등

을 통하여 국내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접근과정 

• 3DTV 화질평가 수행 및 결과 

또한, 지상파 3DTV 송수신정합 표준화를 위하여 

PSIP 등 관련 시그널링에 대한 기술기고를 토대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표준화는 2011년 상반기

표준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케이블 3DTV 방송서비스 시나리오 

• 케이블 3DTV 방송서비스 요구사항 

• 케이블 3DTV 영상 신호 포맷 

• 케이블 3DTV 다중화 및 시그널링 

• 케이블 3DTV SI 정보 

• 기존채널기반 3DTV 방송서비스: 종래 디지털방

송 호환 3DTV 방송서비스 Ⅳ. 결론 
• 복수채널기반 3DTV 방송서비스: 종래 디지털방

송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2개의 물리적 채널을 

이용한 3DTV 방송서비스 

본 고에서는 북미 지상파와 케이블 표준화 및 국

내 TTA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3DTV 표준화 현황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DTV 방송서비스는 다양한 

가치창출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특히 2010년을 계기로 본격적인 

• 전용채널기반 3DTV 방송서비스: 종래 디지털방

송과 호환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전용 3DTV 

방송서비스(예, Frame-compatib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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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산업의 성장기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세

계적 흐름 속에 MPEG은 3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전송 시그널링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

내에서도 TTA 3DTV PG 및 KDCF를 통한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와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

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고가 지상파 및 케이블 

3DTV 방송서비스 표준화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ATSC 

등 국외 표준화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PT Planning Team 

SbS Side by Side 

SCTE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TaB Top and Bottom 

TC Technical Committee 

TF Task Force 

TSG Technology and Standards Group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WG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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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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