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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스트림 기반 3DTV 재다중화기 기술
실감방송시스템연구팀 담당자

이광순

본 기술은 듀얼스트림 기반 3DTV 방송 시스템에서 좌우 영상이 독립적으로 압축된 전송 스트림을 입력 받아
동기화 및 다중화하고 지상파 3DTV 송수신 규격에 부합되도록 시그널링 정보를 생성하여 삽입하기 위한 재

I N N O V A T O R

다중화기 기술로서 3DTV 인코더 시스템 및 스트림 송출서버 등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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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념
·본 기술은 듀얼 스트림 기반 3DTV 방송 시스템에서 좌우 영상이 독립적으로 압축된 전송 스트림을 입력 받아 동
기화 및 다중화하고, 지상파 3DTV 송수신 규격에 부합되도록 시그널링 정보를 생성하여 삽입하기 위한 재 다중화
기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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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념
기술개념및및기술사양
기술사양
◆

■ 기술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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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현재 디지털방송은 HDTV의 상용서비스에 이어, 고화질의 3DTV 방송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임
·정부는 2011년 10월에 지상파, 위성, DCATV망을 통해 고화질의
3DTV 실험 방송을 추진 하였고 이어 2012년에도 대구 국제 육상경
기를 통하여 실시간 중계 방송을 테스트 함
·T TA에서 이미 본 기술과 관련된 3DTV 방송 표준이 제정되었고,
ATSC, DVB 등에서 국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고화질 3DTV 상용 방송 서비스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3DTV 인코더에 적용 가능한 재다중화기 기술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독립적인 좌우 AV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스트림 동기화
·국내 3DTV 지상파 송수신 정합 규격 부합
■ 기술의 상세 사양
·입출력 모듈
- 2 채널 DVB-ASI 카드를 통한 MPEG-2 TS 입출력
·역 다중화 모듈
- MPEG-2 시스템 규격 (ISO/IEC 13818-2)을 통한 Elementary
stream 추출
·동기화/모니터링 모듈
- 좌우 영상기반 프레임 레벨의 동기화 보정
- 좌우 영상 동기확인용 모니터링
·다중화 모듈
- MPEG-2 시스템 규격 (ISO/IEC 13818-2)기반 듀얼스트림 다중화
- 국내 지상파 3DTV 송수신 정합규격 부합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듀얼 스트림방식(dual stream)의 HD급 3DTV용 스트림 재다중화

· 경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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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2 TS 재다중화기 : 좌우 영상 프레임 레벨의 동기화 기능이
없으며, 지상파 3DTV 송수신 정합규격 부합하지 않음
- 대체기술 : 해당사항 없음

·듀얼채널 3DTV 스트림 송출 서버
·3DTV 수신 소프트웨어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TTA에서 제정한 국내 3DTV 방송 규격 만족

재다중화기

S M A R T

MPEG-2 TS

·듀얼 스트림방식(dual stream)의 HD급 3DTV용 스트림
재다중화
·좌우 영상기반 프레임 레벨의 동기화 보정
<기존 DTV와의 서비스 호환 가능한 3DTV 방송 서비스 >

·2010~2011년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통해 검증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기술개발 완료시기
<3D 방송기기(3DTV+3D 방송장비) 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단위: 억 원)

·2012년 말
■ 기술이전 범위
C

·역다중화/다중화 모듈 소스 코드

M

·동기화/모니터링 모듈 라이브러리

Y

·고화질 3DTV 듀얼채널 재다중화기 사용자 메뉴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생산유발효과

23,963

35,373

42,558

47,036

52,000

63,899

264,829

부가가치유발효과

6,206

9,068

10,895

12,067

13,392

16,497

68,125

고용유발효과

13,993

21,254

25,672

28,204

30,849

37,647

157,617

※ 0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이용하여 TV 부문과 방송장비 부문의 유발계수
를 산출하고, 이를 3D 방송기기 시장 매출액에 반영하여 경제적 기대효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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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CY

·2010~2011년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음

CMY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TTA 방송기술위원회(TC8)산하 3DTV 프로젝트 그룹(PG806)에서
2010년 2월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3DTV 방송서비스에 대한 국
내표준화를 완료 하였음
·ATSC는 2011년 8월 최종 승인된 3DTV NWIP를 토대로 3DTV
SG(Specialist Group)-12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지상파 3DTV 표준화
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 모바일 3DTV 방송
서비스, 비 실시간 3DTV 방송서비스 및 하이브리드 3DTV 방송서비
스를 표준화 범위로 포함하고 있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입체영상시스템에서 좌우영상의 프레임간
동기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

한국/미국

20110007091 출원

201101-25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듀얼채널 3DTV 인코더 시스템

47

·삼성, LG, 현대 IT 등은 셔터링 방식 및 필름 방식의 HD 급 3DTV를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듀얼스트림 방식이 적용된 3DTV의 정합테스
트를 완료하였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방송은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매체로 정보 소외계층에
게도 고품질 실감형 방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고품격 방송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세계 3DTV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10년에 60%
에서’20년에 4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3D콘텐츠 제작, 3DTV 수신기의 보급에 따라 3DTV 방송서비
스의 실시를 위한 3DTV 인코더 시스템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I N N O V A T O R

·SBS, EBS 등은 듀얼 스트림 방식으로 3DTV 시범방송 서비스 실시
및 예정에 있음

K

T E C H N O L O G Y

·입출력 DVB-ASI 카드 제어 프로그램

G R E E N

기술의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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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멀티네트워크 연동 하이브리드 서비스
제공 기술
스마트TV미디어연구팀 담당자

김창기

본 기술은 하나의 미디어를 둘 이상의 전송채널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많은 대역폭을 요구 하는 고품질 미디
어서비스를 사용자의 단말 소비환경,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의 미디어 전송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적응형 전송 시

I N N O V A T O R

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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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념
·하이브리드 전송채널 기반 적응 형 비디오 전송시스템은 하나의 미디어를 둘 이상의 전송채널을 통해 전송함으로
써, 많은 대역폭을 요구 하는 고품질 미디어서비스를 사용자의 단말 소비환경,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의 미디어 전
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응 형 전송 시스템임

T E C H N O L O G Y

C

◆
◆ 기술개념
기술개념 및
및 기술사양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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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의 기하급수적 증가(2011년 하반기:2000만 돌
파)와 스마트 TV의 보급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로 인
한 망 사업자 및 컨텐츠 제공업자와 TV 제조사 사이의 충돌(KT의 삼
성 스마트TV차단)으로 하이브리드 전송채널을 통한 대역폭 확장에
대한 요구가 시도 되고 있음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하이브리드 전송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이기종 미디어 전송 프로토콜
간의 비디 오 동기화 기술이 포함된 셋탑박스
·전송 망 및 단말 적응 형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전송 기반 스마트TV
연계한 차세대 멀티스크린 서비스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최근 방송4사에서는 고품질의 UHD 및 3D 서비스를 기존의 방송망
대역폭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므로, 스마트TV의 활성화와 함께, 부가
적인 전송채널을 통해 고품질의 방송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음
·하나의 미디어를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로의 분할 전송을 통한 대역폭
확장 및 최적의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기종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비 동기 비디오에 대한 동기화 기술이 핵심기술로 부상
하고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삼성전자, LG전자, 지상파 방송4사는 2010년 11월 기존 방송망과 인
터넷(IP)를 동시에 사용하는 OHTV(Open Hybrid TV) 실험서비스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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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이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 중임
·일본 NHK는 2011 NAB Show 및 Conference에서 방송망과 인터넷
을 동시에 사용하여서 기존 방송에 부가서비스의 기능들을 인터넷망
을 통해 전송하는 이른바 “Hybridcast"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초기 시제품을 전시하였음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 기술이 포함된 스마트TV 셋탑박스
·스마트 TV 연동 클라우드 기반 멀티스크린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경쟁기술
OHTV

본 기술의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Hybridcast

. 멀티스크린 서비스 연동 기술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11월 예정

M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 하이브리드 전송 네트워크를 이용한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Y

·전송채널 적응형(단말의 채널 가용 상태 정보이용)미디어 전송 기술

C

CY

CMY

표준화 및 특허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SO/IEC JTC1/SC29/WG11 국제표준화 기관인 MPEG의 차세대 미
디어 전송기술의 표준화 그룹인 MMT(MPEG Media Transport) 에서
는 미디어 전송에 멀티 전송채널을 이용하는 기본전제로 하고 트래
픽 및 제어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출원

49

특허명

채널 적응 형 계층적 방송 장치 및 방법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미국

10-20120035533

2012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TV사용자에게 최적품질의 방송 서비스 제공
- 하이브리드 네트워크기반 미디어 전송을 통한 끊김 없는 방송 서비
스 제공
·TV 연동 차세대 멀티스크린 서비스 플랫폼 제공
- 사용자는 TV와 모바일 단말간의 클라우드 기반 멀티스크린 서비스
사용
- 웹 콘텐츠와 방송 콘텐츠 결합 제공 가능

I N N O V A T O R

K

·Hybridcast, OHTV

4. 기대효과

CM

MY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T E C H N O L O G Y

※ [출처: DisplaySearch, Gartner, LG 경제연구원]

■ 기술이전 범위

G R E E N

·스마트TV는 '10년 400만대에서 '14년 1억 2,200만대(CAGR 32%),
Tablet PC는 '10년 2천만대에서 '14년 2억 800만대(CAGR 80%),
Smart Phone은 '10년 2억 6,600만대에서 '14년 8억 7,500만대로 성
장 (CAGR 35%)

기술의 완성도

&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통한 적응형 미
디어 전송기술은 차세대 스마트 TV의 셋탑을 중심으로 차별화 및 경
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송사 및 TV 셋탑 업체의 관심이 고조됨

·SVC 비디오 코덱 연동 기술

S M A R T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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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상파 DTV 부가데이터 송수신 기술
방송전송연구팀 담당자

박성익

본 기술은 지상파 DTV와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6 MHz 대역 내에서 최대 2 Mbps 의 데이터를 추가로 전송하
여 지상파 DTV의 전송효율을 향상하였음. 기존 지상파 DTV 방송망을 활용하여 추가 전송 데이터를 이용한 부

I N N O V A T O R

가 영상/오디오/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M

Y

CM

■ 기술개념
·지상파 DTV와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6 MHz 대역 내에서 최대 2 Mbps 의 데이터를 추가로 전송하여 지상파 DTV
의 전송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 기술구성도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K

&

CMY

1. 기술 개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S M A R T

CY

G R E E N

MY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국내 지상파 DTV 방송 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는 북미 DTV 방송 규격
의 표준화 기관인 ATSC에서는 기존의 ATSC 규격과 호환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차세대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ATSC 2.0 규격의 표준
화에 착수하였으며, ATSC 내부적으로 전송용량 증대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되기 시작하였음

·기존 ATSC 지상파 DTV와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6 MHz 대역 내에서
최대 2 Mbps 의 데이터를 추가로 전송하여 데이터 방송, 공공 인프라
제어, 디지털 옥외 광고와 같은 다양한 신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디지털 전환에 따른 DTV 수신기 시장의 단순한 양적 성장을 뛰어 넘
어, 기존의 지상파 DTV 서비스에서 더욱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질적 성장과 신규 시장 창
출을 통한 국제적인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더욱 제고 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확보되는 전송용량을 이용한 데이터 및 콘텐츠에 기반을 둔
신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
제 성장에 기여

특징

1년차도 연구개발결과

계층변조

적용(삽입레벨=-39~-21DB)

채널부호

LDPC 부호

기존 DTV 신호 검출 및 제거

적용

기존 DTV 방송 서비스에 대한 역 호환성

보장

최대 부가데이터 전송률

약 2 Mbps

기존 TxID 원천특허 침해 문제

없음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미국 ATSC에서는 송신기식별(TxID) 신호를 이용한 재난방송서비스를
제안하였으나, 추진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현재 논의 중단 상태임
·캐나다 CRC에서는 TxID 신호를 이용한 위치인식의 가능성을 논문으
로 발표하였으나, 개발된 상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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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RC에서는 TxID 신호를 이용한 부가 데이터 전송 기법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함. 그 결과, TxID 신호를 이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향상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현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전송효율
개선 정도는 미미한 수준임 (전송률: 최대 200 bps)

·디지털 사이니지
-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서비스 및 긴급경보에 활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TxID 신호를 이용한
부가데이터 송수신 기술

TxID 신호를 이용한 부가 데이터 전송 기법의 전송률
은 최대 200bps이지만, 본 기술은 전송률은 경쟁기
술대비 10,000배 높은 2Mbps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G R E E N

·2012년 2월 28일
■ 기술이전 범위

M

※ 출처 : DisplaySearch(2009. 7.),
"Quarterly Global TV Shipment and
Forecast Report”, IMS(2009. 4.),
"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지상파 DTV 부가데이터 수신시스템
- 부가데이터 수신을 위한 복조기 및 오류 정정복호기

Y

CM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MY

CY

CMY

· 본 기술과 관련된 white paper(부가전송기술의 필요성, 기술 개요,
서비스 모델 등 소개)를 ATSC TG1(舊 TSG)에 기고(‘11.11.26.)
· ATSC Board 회의에 제출(‘11.12.15.) 및 채택(‘12.1.18.)
· Supporters (ETRI, CRC, DTV Interactive, IEEE BTS, NAB, PBS)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방송/통신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

한국/미국

20090046540

2009

출원

방송 및 통신 시스템에서의 부가 데이터
수신장치 및 방법

한국/미국

20080130516

2008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방송망 관리
- 부가데이터를 이용하여 송/중계기
및 방송망 관리에 활용

·KBS와 공동으로 부가데이터를 이용하여 송/중계기 및 방송망 관리에
활용할 계획
·제주 특별 자치도에 특화된 관광산업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서
비스 및 공공인프라 제어에 활용할 계획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지상파 DTV 전송효율 향상으로 신규 방송 서비스 기술 개발 촉진
·새로운 방송 전송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북미를 비롯한
ATSC 방송 분야는 물론, 세계 방송기술 분야에서의 국내 위상 제고
·부가 영상/오디오/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차세대 방송 서비스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요구되므로 방송 미디어 분야 기술 발전의 원동력 제공
·지상파 DTV 전송효율 향상을 통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
로운 부가가치 창출
·한정된 자원인 방송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을 통해
디지털 TV 방송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진화하는 기반이 형성됨
·추가로 확보되는 전송용량을 이용한 데이터 및 콘텐츠에 기반을 둔
신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
제 성장에 기여

·공공 인프라 제어
- 방송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라 새로운 수신 단말 시장 형성 및 국내 기업
의 경쟁력 확보로 높은 세계시장 점유 예상
Control
Signal

51

·부가데이터 전송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경로가 확대되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 기반 강화

I N N O V A T O R

K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2009. 5.), “국내외 디지털 방송 수
상기 시장현황 및 전망

T E C H N O L O G Y

·지상파 DTV 부가데이터 송출시스템
- 부가데이터 생성을 위한 Exciter
- 부가데이터 삽입장치 및 제어시스템
C

S M A R T

경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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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상파 NRT기반 3D 송신 시스템 기술
실감방송시스템연구팀 담당자

윤국진

본 기술은 지상파 비실시간(Non-Real-time)기반 3D 부가영상을 미리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고화질의 3D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3DTV 인코더 및 다중화기로 활용이

I N N O V A T O R

가능함.

M

Y

CM

■ 기술개념
·ATSC NRT 규격으로 전송되는 3D 비디오 부가영상 파일과 실시간 전송되는 3D 비디오 기준영상을 통한 지상파
NRT 기반 3DTV 방송 서비스를 위하여 실시간 기준 영상 스트림과 부가 영상 파일을 포함하는 NRT 스트림을 재다
중화하여 하나의 TS로 송출하는 지상파 NRT 기반 3D 송신 시스템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K

< 지상파 NRT 기반 3D 송신 시스템 구성도 >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존 대부분의 3DTV 방송 방식 중 듀얼스트림 방식은 기존 2D 디지
털TV와 역호환이 가능하며 동시에 Full-HD 화질의 3D 방송 서비스
가 가능하나 제한된 대역폭을 가지는 지상파에서는 기준 영상과 부가
영상을 별도의 스트림으로 제작하여 보냄으로 인한 기존 2D 디지털
TV의 화질 열화가 존재함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휴시간대를 사용하여 부가영상을
비실시간(Non-Real-Time)으로 미리 전송하여 기존 2DTV 화질을 열
화시키지 않고 이후 전송되는 실시간 기준영상을 합쳐 3DTV 서비스
를 제공하는 NRT 기반의 새로운 3DTV 서비스가 필요함
·현재 지상파에서 ATSC NRT 사용한 방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
를 활용한 NRT 3D 서비스 역시 이를 위한 지상파 NRT 3D 송신 시스
템의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존 2D 디지털방송 화질의 열화 없이 고화질 3D 방송 시청 가능
·유휴대역을 사용하고 고객의 on-demand에 따른 콘텐츠 예약이 가
능한 ATSC NRT 규격을 사용하여 3D 비디오 부가영상 제공 및 이를
실시간 기준 영상과 연동하여 듀얼스트림 방식에 비해 기준영상, 부
가영상 모두 향상된 고화질 3D 영상 제공
·이종망 기반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및 스마트 3DTV 서비스로 확장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실시간 지상파 방송 부호화
·AVC 기반 부가영상 mp4 파일 생성 및 비실시간 지상파 부호화
·실시간 DTV 스트림과 비실시간 스트림의 재다중화 제공
·실시간 DTV 스트림과 저장된 비실시간 스트림의 프레임기반 동기
제공
·실시간 DTV 프로그램 연동형 3D 서비스의 announcement 및 사용
자 예약 지원
·DVB-ASI를 통한 MPEG-2 TS 송출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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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지상파 방송용 3DTV 송신 시스템
·지상파 방송용 NRT 인코더, 재다중화기

S M A R T

·경쟁기술
- ATSC NRT기반 Frame-compatible 3DTV 송신 기술 : ATSC NRT
규격기반 3D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재생
하는 기술
·대체기술 : 해당사항 없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ATSC NRT기반
Frame-compatible 3DTV
송신기술

·TTA 및 ATSC에서 국제 표준화 진행 중
·세계 최초 ATSC NRT기반 실시간 DTV 방송프로그램
·연동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 제공
·실시간 DTV 방송스트림 및 저장된 비실시간 파일 간
동기화 기능 및 부가 시그널링 제공
·프로그램 연동형 3DTV 서비스의 announcement 및
사용자 예약 기능 지원
·스마트 TV 환경내에서 3DTV 방송서비스 지원

Y

·2011년~2012년에 걸쳐 TTA 표준화를 통하여 개발 기술 검증 예정

CY

CMY

구분

■ 기술이전 범위
판매
대수

·지상파 NRT기반 3D 송신 시스템 SW 프로그램
- 실시간 DTV 인코더, ATSC NRT 인코더, 재다중화기
·지상파 NRT기반 3D 송신 시스템 설계서 및 사용자 설명서 등 개발문서
·지상파 NRT기반 3D 송신 시스템 제작 관련 파일 등 기타 관련자료

매출액

(단위 : 백만대,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관

2.5

7.8

14.9

28.1

40.0

55.7

표준

4.2

12.8

27.3

43.4

60.2

77.9

낙관

6.7

19.0

41.1

60.3

77.3

98.3

비관

5,813

14,963

25,620

38,360

44.544

51.389

표준

7,360

19,838

36,787

47,718

56,247

64,295

낙관

10,709

26,776

48,638

57,792

62,502

70,102

※ 출처: iSuppli(2010.2), "3DTV - Can it Drive the Next Round of Replacements?"

표준화 및 특허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ATSC에서 "Non-Real-Time Content Delivery" Standard 제정(ATSC
A/103, 2012.05)

·국내 지상파 4사, HCN, CJ헬로비전, 스카이라이프 등 Service
compatible 3DTV 방송서비스 실험방송 중(2010.10~)

·TTA PG806(3DTV) 주도로 비실시간 3DTV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2011년 9월부터 진행

·ATSC NRT기반 3D VoD 서비스 시스템 개발(SBS/LG, 2010)

·ATSC TG1/S12(specialist Group on 3DTV)에서 ATSC NRT기반
3DTV 방송서비스3DTV 표준화 진행 중(2012.2~)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4. 기대효과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비 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제 한국, 미국,
영국
공 방법 및 장치

10-20100102150

2010

출원

3차원 비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방법 및 그 장치

한국, 미국

10- 20100051057

2010

출원

디지털 방송에서 오류 없는 비실시간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

한국, 미국

20100108302

2010

출원

프로그램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
비스 방안

한국, 미국

10-20110007574

2011

출원

실시간 방송 스트림과 저장 콘텐트를 이용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제공 방법 및 장치

한국,미국,
중국

10-20110021256

2011

53

·하이브리드기반(지상파 +IP망) 3DTV 방송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중
(삼성, 2010~)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3DTV 관련 표준화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3DTV 시장
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음
·세계 3DTV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0년에 60%
에서 '20년에 4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
·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치열 해 질 것으로 보이나,
3DTV 수신기의 보급에 따라 관련 방송장비 시장 및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전망

I N N O V A T O R

K

<세계 3DTV 시장 전망>

T E C H N O L O G Y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012년 말

MY

< 지상파 NRT기반 3DTV 방송 서비스 개념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M

CM

G R E E N

본 기술의 우수성

&

C

경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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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듀얼스트림 기반 3DTV 방송 스트림
모니터링 기술
실감방송시스템연구팀 담당자

이응돈

본 기술은 듀얼스트림 기반의 3DTV 방송 스트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디코딩하여 모니터링 하거나 분석할 수
있고 좌우 영상 동기/반전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실시간으로 좌우 영상 동기/반전

I N N O V A T O R

오류를 보정할 수 있음. 본 기술은 방송스트림 모니터링 장비의 국산화에 활용 가능하고 3DTV 송수신 정합 규

M

Y

CM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듀얼스트림 기반의 3DTV 방송 송신시스템에서 RF 송출 전에 TS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디코딩하여 스
트림 및 영상을 모니터링하거나 스트림을 분석

T E C H N O L O G Y

C

격 관련 분석 툴로도 활용 가능함.

·디코딩 된 좌우 영상에 대해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고속의 신호 처리를 통해 좌우 영상 동기 및 반전 오류를 실시간
으로 검출하고 비실시간으로 좌우 영상 동기 및 반전 오류를 보정하는 기술

■ 기술구성도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2010년 8월~2011년 12월까지 듀얼스트림 기반의 지상파 3DTV 실
험방송이 실시되었고, 2011년 8월 대구 국제 육상 경기대회에서는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생중계하였으며, 최근에는 SBS에서 지상파
3DTV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였음
·TTA, MPEG, ATSC 등에서 3DTV 방송 규격 제정을 위한 표준화 작업
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
·국외 3D 모니터링 기반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응용 상용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듀얼
스트림 기반 3DTV 방송신호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전무한 실정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듀얼스트림 기반의 3DTV 방송 스트림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뿐만 아
니라 분석 기능까지 포함

·듀얼스트림 형태의 3D 콘텐츠의 좌우 영상 동기 및 반전 오류를 자동
적으로 실시간 검출
·디코딩 된 좌우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특징 점을 기반으로 좌우 영상
동기 및 반전 오류를 검출함으로써 다양한 3D 콘텐츠에 대해 검출 정
확도를 향상
·이중 페어 프레임 검출 방식에 의해 좌우 영상 동기 및 반전 오류 검
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개선하여 오류 검출 속도를 고속화하고 오류
검출 구간을 확장시킴
·필요시 획득 된 스트림에 대해 비실시간으로 좌우 영상 동기 및 반전
오류 보정
■ 기술의 상세 사양
·지상파 3DTV 방송 스트림 모니터링 및 분석
- 기존 MPEG-2/ATSC 규격의 TS 스트림 모니터링 및 분석
- TTA 3DTV 방송 규격의 TS 스트림 모니터링 및 분석
- 실시간 3DTV 영상 모니터링
‥ 3DTV ES 스트림 실시간 디코딩 및 재생
‥ 좌우 영상 동기/반전 오류 실시간 검출(오류 검출 구간 20 프레임
이상)
·좌우 영상 동기/반전 오류 비실시간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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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카이미디어 3DTV 스트림 분석기 (KOBA2012 전시)

·세계 3D 방송 시청가구는 '15년에 2천 2백만 가구에 이를 전망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좌우 영상 동기/반전 오류 검출
·다양한 특징 점 기반으로 오류 검출 정확도 향상
·넓은 오류 검출 구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단위 : 천 가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디지털 지상파

-

-

-

95

1,411

2,146

디지털 케이블

38

183

968

2,239

4,987

10,403

유료 위성

54

143

693

1,507

3,157

6,665

유료 IPTV

10

48

257

623

1,364

2,970

합계

101

374

1,919

4,464

10,920

22,185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지상파 3DTV 방송 스트림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

·국내에서는 카이미디어에서 좌우 영상 동기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출
하는 3DTV 스트림 분석기를 KOBA2012에 전시할 예정임

C

·국외 3D 모니터링 기반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은 완
료 단계에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응용 상용품 (Sony, Dashwood
Cinema, Quantel, Cel-Soft)이 출시되고 있으나, 듀얼스트림 기반
3DTV 방송 모니터링 장비는 전무한 실정임

·좌우 영상 동기/반전 오류 비실시간 보정 기술

M

Y

CM

MY

CY

CMY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4. 기대효과

·TTA WG8061에서 지상파 3DTV 방송 규격 제정 (2011.12)

기술도입효과

·MPEG Systems Gr.에서 Signaling of Stereoscopic Video in MPEG-2
Systems 관련 표준화 진행 중 (FDAM(FDIS): 2012.02)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ATSC 3DTV SG12에서 3DTV Broadcasting with Backward
Compatibility 관련 표준화 진행 중 (Requirements 도출 중 2012.02)

·HDTV 시장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10년 내에 3D 신규시장
을 개척하여 디지털 방송 분야의 지속적 성장 유지
·3D 방송장비와 관련 융 복합 기기 시장의 핵심 기술경쟁력 확대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출원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입체영상시스템에서 좌우영상의 프
한국/중국/
레임간 동기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
미국
및 그 장치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10-20120039995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본 기술을 국내 방송사의 3DTV 방송 스트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
하여 국산화하여 외산 장비가 대부분인 방송 장비 시장에 3DTV 관
련 신규시장을 개척
·3DTV 방송 스트림 분석 기술은 3DTV 인코더, 3DTV 재 다중화기,
3DTV 수신기 등에 활용함으로써 3DTV 장비 개발을 가속화하여
3DTV 관련 신규시장을 활성화

55

·3DTV 방송의 활성화를 앞둔 상황에서 3DTV 분야 국산장비의 경쟁력
확보 및 강화

I N N O V A T O R

K

표준화 및 특허

T E C H N O L O G Y

·실시간 3DTV 영상 모니터링 기술
- 3DTV ES 스트림 실시간 디코딩 및 재생 기술
- 좌우 영상 동기/반전 오류 실시간 검출 알고리즘

G R E E N

■ 기술이전 범위

&

※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2010.4), "Global 3DTV Forecasts"

·2013년 1월

S M A R T

3DTV 스트림 분석기
(카이미디어)

<세계 3DTV 이용가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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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듀얼패럴렉스 기반 다시점 디스플레이
실감방송시스템연구팀 담당자

이현

본 기술은 시청자의 위치를 판별하여 시청자의 위치에 맞게 광학적으로 3D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방식을 채
택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청영역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을 활용한 인터페

C

M

Y

CM

3D 광고용 디스플레이, 기타 개인용 3D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패렐랙스 배리어 이동기술과 시선추적기술을 접목하여 시청 영역에 자유로운 무안경식 양안식 3D 디스플레이
(Autostereoscopy) 구현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이스로 적용 가능함. 3D 스마트폰, 3D 스마트패드, 3D Notebook PC, 3D Monitor, 의료용 3D 디스플레이,

·기존 방식의 제한된 3D 시청 영역에서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ITO 쌍에 AC 전압을 교번시켜 인가
하여 패랠랙스 배리어의 틈의 위치를 변화시킨 DLPB(Dual Layer Parallax Barrier) 방식임

■ 기술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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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현재까지 모바일 기기용으로 LG Optimus 3D, Nintendo 3DS, Fuji
Film FinePix Real 3D-W3, 삼성 SCH-B710, SCH-W960에서 무안경
식 3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사용화 하였음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시청 시 제한된 시청영역(거리 및 각도)에서
만 입체영상을 시청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되며 이는 모바일 기기의
3D 상용화에 대한 기술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기존 제품에는 패렐랙스 배리어나 렌티큘러 렌즈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영역에서의 3D 시청이라는 단점으로 인하여 상용화에
기술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음

·본 기술을 통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고해상도(WVGA 이상)를 가지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각종 모바일 센서와 결합하여 3D 시청 자유도를
부여할 수 있는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무안경식 3D 시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본 기술을 통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고해상도(WVGA 이상)를 가지는
모바일 기기 및 개인용 모니터에서도 각종 모바일 센서와 결합하여
3D 시청 자유도를 부여할 수 있는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무안경
식 3D 시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단일 3D 필터 대비 2개의 3D 필터로 동작하는 효과를 가진 방식으로
기존방식 대비 100% 이상 시역 확보
·5~10V 동작 전압
·0.5 deg. Continuity margin
·총 2T 두께 이내로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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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3D 영상을 기존의 3D 엔진과 결합하여 대화형(interactive) 3D 게임,
대화형 3D 광고, 대화형 3D 가상현실 등에 활용 가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S M A R T
&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기존 방식 대비 3D 시야각 100% 이상 증대

LG DX-2000, DX-2500

얇은 두께로 구현 가능하며 수율 우수
크로스토크, 해상도 우수

C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3D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M

Y

CM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시장동향

DisplaySearch(2010.1)의 전망에 따르면 3D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국외 은 2010년 76만대 2천9백억 달러 규모에서 2018년 1억 1천3백만
대 1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2013년 6월
MY

■ 기술이전 범위

시장규모
(억 원)

CY

·DLPB 특허 실시권
CMY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외

3889.08

5411.64

7078.92

9159.48

13615.2

산출
근거

·DLPB기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설계 기술
표준화 및 특허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등록

시청 거리에 따라 가변 하는 다층 형
배리어 구동 장치 및 방법

대한민국

20100910922

2009

출원

이중 패랠랙스 배리어 기반의 3D 디
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

대한민국

20110059806

2011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천원)

① 닌텐도

3DS

200

② 후지필름

FinePix REAL 3D-W3

300

③ LG

Optimus 3D, DX-2000, DX2500

340, 1,200, 2,000

④ KDDI

Wooo H001

단종

⑤ 삼성전자

SCH-B710, SCH-W960

단종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본 기술은 3D 패널과 카메라를 사용한 시선 추적 기술을 적용하여 자
동으로 눈을 추적하여 3D 시야각 제한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에 3D관련 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
·기술활용분야는 3D 스마트폰, 3D 스마트패드, 3D Notebook PC, 3D
Monitor, 의료용 3D 디스플레이, 3D 광고용 디스플레이, 기타 개인용
3D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가 될 수 있음
·사용자의 동작(gesture) 인식 장치와 연동하여 인식된 동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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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에 제안된 무 안경식 3D 디스플레이 방식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광 시야각 방식으로 ETRI에서 구조 특허를 가지고 있
으며, 상용화를 위한 특허도 보유 중에 있음
·제안된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무 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협소한 시
야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본 기술의 상용화가 성공적
으로 진행 되면 관련 기술향상 효과는 여러 방면으로 파생이 될 수 있
어 국내 모바일 기기 분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국제적인 경쟁이 심
한 모바일 기기 분야의 차별성을 부각 시킬 수 있음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로 수요가 많은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갤럭시 S와 같은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에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I N N O V A T O R

K

※ 출처 : ' 3D Display Technology and Market Forecast Report',
DisplaySearch (2010.1)
- DisplaySearch(2010.1)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크기별 판매대수 및 매출액과 휴
대폰 대수 및 매출액을 이용하여 산정함
(환율 : 1$ = 1,200원 적용)

T E C H N O L O G Y

경쟁기술
LG Optimus 3D, Nintendo 3DS,
Fuji Film FinePix Real 3D-W3,
삼성 SCH-B710, SCH-W960

G R E E N

<게임 엔진 기반 모바일 3D 그래픽 플랫폼과 제안된 DLPB 방식을 결합한
대화형 모바일 3D 서비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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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모바일 망연동 수신 플랫폼
설계 기술
차세대모바일방송연구팀 담당자

김광용

지상파 DMB 망과 무선통신망을 연계한 Hybrid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서, 망 연계를 통한 seamless 서비스와

I N N O V A T O R

같은 새로운 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수신 플랫폼 설계 및 구현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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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념
·지상파 DMB 망과 무선통신망을 연계한 Hybrid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서, 망 연계를 통한 seamless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수신 플렛폼 설계 및 구현 기술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Hybrid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융합 서비스 개념도

·하이브리드 수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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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시대에 고도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이 구축되고,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
한 노력이 대두됨
·스마트폰과 앱스토어로 촉발된 무선망 개방으로 디지털방송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onnected TV, TV Appstore 등의 상품이
등장하고 있어 방송망을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국내 IT 산업의 대표 기술인 DMB와 WiBro, 3G/4G 등의 무선통
신망의 융합을 통해 Hybrid 결합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및 상용화 기
반 구축이 요구됨
·따라서, 스마트폰 및 모바일 인터넷의 급성장에 의한 방통융합형 스
마트 모바일 방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대됨에 따라 모
바일 방송망과 무선통신망이 연계한 hybrid 모바일 망연동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수신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지상파 DMB 및
Wi-Fi, 3G 등의 무선통신망의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적용이 가
능한 수신 플랫폼 구조 제시
·이종 망을 통해 전송되는 동일 컨텐츠 스트림에 대한 동기화 기술 제
공을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Hybrid 모바일 망연동 수신 플랫폼 설계 기술
- 지상파 DMB 신호 수신 및 재생, 지상파 DMB 신호 감도 정보 제공
기술
- 무선 통신망(Wi-Fi, 3G)을 통한 콘텐츠 스트리밍 재생 기술
- 망 전환에 따른 서비스 스트림 간 동기화 기술
- 이종망 연동을 통한 컨텐츠 Seamless 서비스 제공 기술
- 지상파 DMB 수신 감도에 따른 자동/수동 망 전환 기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BC/SBS, KBC는 pooq 및 K player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상기의 서비스는 웹뿐만 아니라 앱 형태로도 제공하여 Wi-Fi, 3G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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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Pooq/K player

경쟁 기술은 모든 콘텐츠를 무선 통신망으로 전송하여 접소자의 증
가에 따른 QoS 보장이 안되고 통신 사용료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반면, 본 기술은 방송망과 통신망을 같이 사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에 의한 통신 요금을 최소화 시킴

CMY

0

50,000

85,100

한국 시장 규모

0

1,000

2,400

수요처

국명

수요량

관련제품

T-DMB 단말제조사
(삼성, LG등)

대한민국

1,200만대/년

Hybrid 모바일 서비
스가 가능한 단말

※ 출처 : ETRI 경제분석팀, 할인율 10% 적용하여 산정 ( '10년 기준 환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모바일 방송 시장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방송통신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망 연동에 필요한 주요 기능 정의가 포함된 지상파 DMB 통합 API 표
준화 관련 내용이 TTA에서 작성한 2012년 ICT 표준 전략 맵 내의
DMB 파트에 반영됨
·상기의 내용은 2012년부터 차세대방송포럼 및 TTA 모바일 방송 분과
(PG801)에서 표준화 추진 예정
■ 보유 특허

·㈜옴니텔은 지상파 DMB와 무선통신망이 연동된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하는 앱을 Smart DMB라는 이름으로 상용화하여 현재 제공 중에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콘텐츠 핸드오버 지원장치 및 그 방법

국내

20120036301

2012

출원

Ｔ-ＤＭＢ의 핸드 오버 장치 및 상기
장치의 핸드 오버 방법

국내

20120036301

2012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Hybrid 모바일 망연동 기술을 통해 국
내 DMB가 탑재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서의 앱 개발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Hybrid 방송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IT 산업의 대표
기술인 DMB 및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Hybrid 모바일
방송 시장 초기 선점 및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 확보
·방송 수신 감도에 따른 망 연계 seamless 서비스를 통한 방송 음영
지역 감소 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T-DMB 와 무선통신망이 연계된 Hybrid 모바일 망에서의 연동 서
비스
- 망 상황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지속 시청이 가능한 seamless 서비스
- 하이브리드 망 기반의 3D/고화질 서비스
-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된 예고편 보기, 광고 클립 제공 등의 방통
융합형 서비스
- 방송 프로그램 북마크 기능을 통한 프로그램 이어보기, SNS 연계 서
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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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모델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DMB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을 제공함으로써 DMB 관련 신규 시장 창출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

I N N O V A T O R

K

세계 시장 규모

T E C H N O L O G Y

CY

2016년

G R E E N

·Hybrid 모바일 망 연동 수신 플랫폼 설계 및 구현 기술
- 수신 플랫폼 설계 문서
- 수신 플랫폼 H/W 도면
- 수신 플랫폼 S/W 구현 코드

MY

2014년

&

■ 기술이전 범위

Y

2010년

[표 2] 국내외 주요 제품 수요처 현황

·2012년 10월

CM

년도

S M A R T

본 기술의 우수성

■ 기술개발 완료시기

M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표 1] 국내외 융합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백만원)

경쟁기술

기술의 완성도

C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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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ybrid DMB 서비스 지원 API 및
APP (서비스) 구현 기술
차세대모바일방송연구팀 담당자

배병준

본 기술은 지상파 DMB 및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안드로이드 등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융합된 서비스 제공을

I N N O V A T O R

위한 하이브리드 서버 및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기술(DMB API 활용)함.

M

Y

CM

■ 기술개념
·지상파 DMB 및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안드로이드 등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융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이브리
드 서버 및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기술(DMB API 활용)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통합 API 기반의 서비스 개념도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시대에 고도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이 구축되고,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
한 노력이 대두됨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지상파 DMB 및
Wi-Fi, 3G 등의 무선통신망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제시

·스마트폰과 앱스토어로 촉발된 무선망 개방으로 디지털방송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onnected TV, TV Appstore 등의 상품이
등장하고 있어 방송망을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국내 IT 산업의 대표 기술인 DMB와 WiBro, 3G/4G 등의 무선통
신망의 융합을 통해 Hybrid 결합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및 상용화 기
반 구축이 요구됨
·따라서, 스마트폰 및 모바일 인터넷의 급성장에 의한 방통융합형 스
마트 모바일방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대됨에 따라 스
마트 모바일방송 관련 앱 및 이를 지원하는 서버의 개발이 필요함

·지상파 DMB 단말의 통합 정의된 API를 활용하여 서비스 및 어플리케
이션 개발자들을 위한 편리한 개발 환경 제공
·스마트 디바이스 상의 앱 형태로 신규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의 손
쉬운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하이브리드 앱 설계 기술
- 지상파 DMB 신호 수신 및 재생, 지상파 DMB 신호 감도 정보 제공
기술
- 무선통신망(Wi-Fi, 3G)을 통한 콘텐츠 스트리밍 및 자막 데이터 수신
및 재생 기술
- 안드로이드 기반 방송/통신 콘텐츠 브라우징을 위한 GUI 기술
·하이브리드 서버 설계 기술
- 방송국에서 제공되는 자막 데이터 수신 기술
- 자막 데이터 가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
- 무선 통신망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에 연동된 자막 데이터 전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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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MBC/SBS, KBC는 pooq 및 K player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년도

2010년

2014년

2016년

세계 시장 규모

0

50,000

85,100

한국 시장 규모

0

1,000

2,400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Pooq/K player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10월

M

Y

CM

MY

CY

CMY

·Hybrid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기술
- 지상파 DMB API 문서
- 어플리케이션 설계 문서
- 앱 구현 프로그램
·Hybrid 자막 서비스 지원 서버 설계 및 구현 기술
- 설계 문서
- 서버 구동 프로그램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지상파 DMB 통합 API 표준화 관련 내용이 TTA에서 작성한 2012년
ICT 표준 전략 맵 내의 DMB 파트에 반영됨
·상기의 내용은 2012년부터 차세대방송포럼 및 TTA 모바일방송 분과
(PG801)에서 표준화 추진 예정
■ 보유 특허
·해당 사항 없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지상파 DMB와 무선 통신망의 연동 서비스
- 방송프로그램 연계 스트리밍 서비스
- 하이브리드 자막 서비스
- 하이브리드 망 기반의 3D/고화질 서비스
·지상파 DMB 기반의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APP)
·방송통신 융합의 하이브리드 서버
- 하이브리드 스트리밍 서버
- 하이브리드 자막 서버
- 하이브리드 망 기반의 3D/고화질 제공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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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수요량

관련제품

T-DMB 단말제조사
(삼성, LG등)

대한민국

1,200만대/년

Hybrid 모바일 서비
스가 가능한 단말

※ 출처 : ETRI 경제분석팀, 할인율 10% 적용하여 산정 ( '10년 기준 환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모바일 방송 시장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방송통신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음
·㈜옴니텔은 지상파 DMB와 무선통신망이 연동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
는 앱을 Smart DMB라는 이름으로 상용화하여 현재 제공 중에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모바일 방송 기술을 통해 국내
DMB가 탑재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서의 앱 개발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Hybrid 방송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IT 산업의 대표
기술인 DMB 및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Hybrid 모바일
방송 시장 초기 선점 및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 확보
·수익 모델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DMB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을 제공함으로써 DMB 관련 신규 시장 창출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
·단말 제조사나 플랫폼 개발사에 종속적이지 않은 개방형 플랫폼 기반
의 기술 확보로 인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I N N O V A T O R

K

■ 기술이전 범위

수요처

T E C H N O L O G Y

C

[표 2] 국내외 주요 제품 수요처 현황

G R E E N

본 기술의 우수성
경쟁 기술은 모든 콘텐츠를 무선 통신망으로 전송하여 접속자 증가
에 따른 QoS 보장이 안되고 통신 사용료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반
면, 본 기술은 방송망과 통신망을 같이 사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
이고 서비스 이용에 의한 통신 요금을 최소화 시킴

&

경쟁기술

S M A R T

·상기의 서비스는 웹뿐만 아니라 앱 형태로도 제공하여 Wi-Fi, 3G 망
을 통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표 1] 국내외 융합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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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T-DMB 기반 CAS 적용을 위한
스크램블러 설계 기술
차세대모바일방송연구팀 담당자

배병준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AT-DMB망에서 계층적 CAS 적용을 위한 스크램블러 설계 및 구현함.

M

Y

CM

■ 기술개념
·AT-DMB망에서 계층적 CAS 적용을 위한 스크램블러 설계 및 구현 기술

■ 기술구성도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계층적 CAS 적용을 위한 AT-DMB 시스템 연동 구성도 및 스크램블러 구성도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지상파 DMB에 새로운 기능과 성능개선을 통
하여 고품질의 비디오/오디오 서비스 및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가 가
능하게 하는 차세대 DMB 시스템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고품질 방송 서비스 및 지역 한정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유료화 방송
시스템 모델 제시하는 스크램블러 설계 및 구현 기술 제공

·이동환경에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비디오,
오디오, 정보 서비스, 예약, 구매 등을 즐길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모델
의 개발이 필요함
·국내 지상파 DMB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
출하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한정 서비스와 고
화질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고품질 방송 서비스 및 지역 한정 데이터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대됨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AT-DMB 기반 CAS 적용을 위
한 스크램블러 기술의 개발의 필요함

·기존 서브채널 CA 방식의 문제점인 에러 탐지 및 정정 효과의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MPEG-2 TS 기반의 스크램블 방식을 적용하
여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면서도 기존 DMB 수준의 낮을
BER을 보장할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MOT 모드 스크램블러 설계 기술
- 지역한정 콘텐츠 서버 및 CAS 서버 인터페이스 기술
- MOT object 암호화 기술
·비디오 스트림 모드 스크램블러 설계 기술
-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 및 CAS 서버 인터페이스 기술
- MPEG-2 TS 기반의 비디오/오디오 암호화 기술
·시스템 관리자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 환경 설정 및 스크램블러 운영을 위한 관리자 GU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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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기존 지상파 DMB 시스템에서는 국내 TTA 규격 TTAS.KO-07.0043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제한수신 정합표준”에 기
반한 스크램블러가 사용되고 있음

MY

CY

CMY

2017년

2018년

39

75

88

157

291

※ 출처 : ETRI 기술경제 1팀, (2009)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휴대형 스마트 단말의 보급으로 모바일 방송 시장에서 방송/통신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수익 증대를
위해 유료 서비스 모델로의 접근이 진행되고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2012년 6월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기술이전 범위

·본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되는 스크램블러는 AT-DMB 방송의 유료화
를 위한 제한수신 시스템을 위한 스크램블러로 사용 됨

·AT-DMB 스크램블 시스템 설계 기술
- 스크램블 시스템 전체 설계 문서
- 스크램블 시스템 S/W 설계 문서
·AT-DMB 스크램블 시스템 구현 기술
- 스크램블 시스템 구동 프로그램(UI)
- 스크램블 처리 프로그램
- 스크램블 검증 프로그램(디스크램블 기능)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AT-DMB 제한수신 관련 내용이 TTA에서 작성한 2012년 ICT 표준 전
략 맵 내의 차세대 DMB 파트에 반영됨
·상기의 내용은 2012년부터 차세대방송포럼 및 TTA 모바일 방송 분과
(PG801)에서 표준화 추진 예정
■ 보유 특허
·해당 사항 없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AT-DMB 방송의 유료화를 위한 제한수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크램블러
- 고품질 비디오/오디오 유료화 서비스를 위한 AT-DMB 송출 시스템
- 지역한정 서비스의 유료화를 위한 AT-DMB 송출 시스템
·유료화 기반의 고품질 방송 서비스
- 기존 T-DMB와 호환되면서 유료 가입자에게는 고화질의 방송 서비스
제공
·유료화 기반의 지역한정 서비스
- AT-DMB 서비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료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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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고품질 방송 및 지역 한정 데이터 서비스 등의 유료 서
비스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유료화 기반의 다양한 DMB 방송비즈니
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운 수익 모델의 창출로 인한 수익 증대가 예상됨
·AT-DMB 시스템 기반의 특화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단말 제조사나 플랫폼 개발사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I N N O V A T O R

K

2016년

T E C H N O L O G Y

Y

CM

2015년

G R E E N

M

2014년

&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32

(단위: 억원)

S M A R T

본 기술의 우수성

현재 표준에서 정해진 서브채널 CA를 적용한 스크램블러는
MPEG-2 TS 패킷이 포함된 서브 채널 프레임(TS 패킷과 ReedSolomon 코드 포함)을 전체적으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에러 탐지
지상파 DMB
및 정정을 위한 R-S 코드가 변질되어 오류 정정 효과가 사람지게
제한 수신을 위한
됨. 반면, 본 스크램블러 설계 기술에서는 MPEG-2 TS 패킷을 암
스크램블러
호화 한 후, 암호화된 TS 패킷에 대한 R-S 코드를 삽입함에 따라
비디오/오디오 데이트를 암호화하면서도 기존 DMB 수준의 낮을
BER을 보장할 수 있음

C

년도 2013년
매출액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표 1] AT-DMB 장비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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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 망을 위한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 기술
디지털CATV시스템연구팀 담당자

이호숙

HFC망에서 3D/UHD 같은 대용량 방송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DOCSIS기반 IP 비디오 스트
림, MPEG TS기반 방송 콘텐츠 다중화 및 통합 전송 지원하는 기술로서, 케이블 망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방송/

I N N O V A T O R

OTT/스마트 TV 서비스 등 제공을 가능하게 함.

M

Y

CM

■ 기술개념
·방송,통신 콘텐츠 통합 전송 및 고용량 콘텐츠의 전송
·전송 채널 상태 정보를 이용한 다중 채널 전송 알고리즘 구현
·단일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IP 트래픽과 방송 트래픽 수신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BMAC 물리 계층 전송 제어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케이블 망을 위한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 기술
- 케이블망에서 대용량 고품질 콘텐츠 등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요소 기술 개발 필요
- 케이블 망의 한정된 전송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송용
매체접속 제어 기술 개발 필요

·IP기반의 인터넷 데이터와 MPEG-2 TS 기반의 방송 콘텐츠를 단일
채널 내에서 동시 수신 가능
- 케이블 망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방송서비스 수신 가능
- OTT, 스마트 TV 서비스 수신 가능
- 기존 2D 방송과 호환 가능한 3D 방송서비스 및 대용량 방송서비스
수신 가능

·HFC망에서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 기술의 필요성
- 주어진 물리적 채널 자원의 최대 활용
- 전송 QoS를 고려한 방송 자원 할당
- 셀 단위 채널 전송 특성을 고려한 스케줄링을 통해 채널 이용률 극대화

■ 기술의 상세 사양
·전송 채널 상태 정보를 이용한 다중 채널 전송 알고리즘 구현
- CC(Continuity Counter) 필드를 이용한 다중 채널 접속 제어 가능
- CP(Control Packet)을 이용한 다중 채널 접속 제어 가능
·방송 콘텐츠 특성에 따른 DOCSIS 대역 스케줄링 기술
- MPEG2 비디오와 AVC 비디오 스트림 특성에 따른 채널 다중화 지원
·PHY 계층 전송 제어
- 가입자 셀의 채널 전송 특성을 고려한 PHY 계층 전송 제어
- 전송 QoS를 고려한 트래픽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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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외

기술 현황

기술 전망

·단일 채널 기반 데이터 및 방송 전송 통합 인터페이스를 가진 국내 최
초 비디오 전송 장치

M

기술의 완성도

Y

■ 기술개발 완료시기

CM

·기술 개발 진행 정도 : 100%

MY

·이전가능 (예상)시기 : 2012년 6월

CMY

■ 기술이전 범위
·HFC망에서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 시스템 관련
- 제어 S/W 소스 파일 및 실행 파일
- 설계서 및 사용자 설명서 등 개발문서
- 험시제품 회로도 및 기구물 도면
- PCB 제작 관련 파일, 부품 데이터 시트 등 기타 관련자료

- RFoG (Radio Frequency over Glass) 기술을 통한 방송/통신융합 시범
서비스 시작 (2011년, CJ헬로비전)
- 스마트 TV, N-스크린 등 대용량 트래픽를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효과
·전송 용량 증대를 통해 추가적인 디지털 케이블 방송대역폭을 확보
가능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주파수 자원 추가 확보 및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VoD 서비스 등 개인
방송 서비스의 활성화 및 실감방송 등 다양한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
비스 도입 가능

·CableLabs에서 북미 차세대 케이블 전송 표준을 위한 AMP 프로젝트
진행 (2011년~)

·국민 전체 가구의 80% 이상을 점유한 케이블 망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IEEE 802.3 및 CableLabs에서 EPoC 표준화 시작 (2012년~)

■ 사업적·경제적 기대 효과

·ITU-T SG9에서 차세대 케이블 전송 표준 개발 진행 (2012년 요구사
항 정의 진행)

·외국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케이블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장비 및 서비스 개발 업체의 경쟁력 제고

표준화 및 특허

·북미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Comcast에서 차세대 케이블 전송 구조로
CCAP 기술 규격 개발 (2011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저가형, 서비스 특화형, 기존 장비 접속형 헤드엔드 비디오 전송
장치
- HD, 3D, UDTV와 같은 고용량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전송
- T-Commerce, Real VoD, IPTV 및 고화질 화상전화 등 IP기반 양방향
전송을 이용한 서비스 유연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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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전송 관련 핵심 기술 및 IPR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내외 표준화
·고효율 전송 방식을 제공하는 케이블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대체 및
수출 증대

I N N O V A T O R

K

·북미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Comcast에서 차세대 케이블 전송 구조로
CCAP 기술 규격 개발 (2011년)
·케이블 망에서 새로운 기술 적용 및 신규 서비스 도입 중

C

CY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T E C H N O L O G Y

·2채널 통합하여 고용량 UHD 비디오와 4개의 HD 채널 동시 전송 시연

·케이블 주파수 6MHz 대역 1채널은 약 188억원의 경제적 가치
를 가짐
- 케이블 사업자 총 매출액: 2조 6,374억원
*출처: 2011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1.11.
케이블 사업자의 운용 채널 수를 140채널로 가정
- 30%의 전송 효율 향상 시 약 42개 채널 추가 확보 효과 : 1년에 약
7,800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매출액 기준, 채널 당 매출액 및 추가
채널 수로 계산)

G R E E N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국외

·스마트 서비스 요구의 증가로 Hybrid ·아직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을 위
TV 솔루션 소개 (Comcast, NHK,
한 IP데이터 및 방송 스트림 융합
Hbb)
전송 서비스는 개념 정립 단계임
·CISCO 위주의 메이저 해외 장비 ·케이블 망에서 스마트, 고품질 방송
사업자들은 CCAP(Convergenced
콘텐츠 전송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
Cable Access Platform) 같은 통합
하고, 방송 통신 융합형 서비스를
멀티미디어 전송 서비스 구축과
제공하기 위해 본 기술은 핵심적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음
요소 기술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S M A R T

국내

·케이블 방송망 주파수의 급속한 디 ·국내 MSO들은 대용량 방송 콘텐
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음
츠의 효율적인 전송을 위한 대역폭
·CJ헬로비전과 같은 국내 MSO들은
증대와,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IP
스마트 TV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데이터 융합 전송을 원하고 있음

- 방송 통신 융합 인프라 형성 - 스마트TV 및 실시간 고품질 방송의
효율적 제공
- 공급자 대역의 효율화, 가입자 전송률 향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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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HFC망 용 고효율 변복조 구현 기술
스마트케이블방송연구팀 담당자

함영권

본 기술은 HFC망의 유한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ITU-T J.83의 전송규격 대비 30% 이상의 전송효율을 향상하였음. 3DTV, UHDTV와 같은 대용량 데이

I N N O V A T O R

터 전송, 인터넷, 게임, 교육, 홈쇼핑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M

Y

CM

■ 기술개념
·현재의 북미 및 국내 디지털 케이블 전송방식 대비 30%이상 전송 효율을 향상시켜 UHDTV와 같은 초광대역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1.

2.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존 대비 30% 이상 단위대역 전송속도 개선

·현재 국내 케이블 전송방식으로 널리 사용중인 OpenCable 방식
(ITU-T J.83B)은 90년대 초반에 개발된 것으로 6MHz 채널 당 약
38.8Mbps까지 전송 가능

·방송통신융합환경을 고려한 신호프레임

·케이블망을 이용한 전송 대역폭은 최대 864MHz (선택적으로
1002MHz까지)까지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서비스 전환, HD 방송서비
스 증가, VoD 서비스 등 개인 방송서비스 확대, 3D/UD 콘텐츠 등 대
용량 고품질 신규서비스 도입 등으로 전체 케이블 주파수 자원은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됨

·채널 및 전송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적응형 구조
·DVB-C2 규격 지원

·케이블망에서 스마트, HD/3D/UD 등 다양한 신규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임

■ 기술의 상세 사양
·고효율 변복조 기술
- 최대 4096QAM 고차변복조, 케이블 환경에 적합한 동기 및 등화
기술
- 수신율 향상을 위한 송신 MER 개선 및 고효율 복조 자동이득제어
기술
- 가변대역 송/수신 지원을 통한 주파수 자원 이용 효율 개선 기술

·주파수 이용 효율 향상으로 얻어지는 여유 주파수 자원을 통해 VoD
서비스 등 개인 방송 서비스의 활성화,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 Smart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가적인 시장 창출이 가
능함

·고효율 채널 부복화 기술
- LDPC + BCH 기반 부복호화 기술
- 최대 70Mbps 데이터 입력에 대한 채널 부복호화 처리 기술
- MPEG TS 및 IP 데이터 수용하는 적응형 사용자 데이터 처리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유럽에서는 기존 DVB-C 보다 30% 이상 전송효율을 높인 DVB-C2
전송 규격 표준화가 진행되어 완료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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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QAM과 같은 고차 변조 및 다중 반송파 기술이 Broadcom에서
주도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Terayon에서 고차변조 관련한 채널추
정/등화, 동기/보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시장: H/E(변조기 및 부호화기)와 단말기(복조기 및 복호화)
부분으로 예측 (‘13년 30%, 이후 10%씩 증가 가정)
·세계시장: OpenCable 시장은 미국 시장으로 한정하였으며, 국
내 CATV 투자비용(‘03년부터 5개년도 평균) 대비 미국 투자
비용을 근거로 추정함
[표 1] H/E와 단말기 시장

(단위: 백만 원)

(2012년)
현재 년도

(2015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1년 개발 종료 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

429,000

2,145,000

한국 시장 규모

-

10,900

53,600

·국내에서는 케이블TV 채널수의 포화 및 post HD 방송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 기술에 대한 사업자의 수요는 있으나, 그 동안 고차 변복조 기술
을 포함하여 고효율 전송 기술에 관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기술이전 범위
C

·HFC망용 고효율 변복조 기술 실시권
·HFC망용 고효율 변복조 구현 기술

M

Y

CM

MY

CY

CMY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 SG9
- 차세대 케이블 전송기술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 선정(2011년 3월)
- 차세대 케이블 전송기술 요구사항 권고서 AAP Consent
(2012년 4월)
- 차세대 케이블 전송기술 규격 권고서 신규 표준화 아이템 선정
(2012년 4월)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IEEE
- EPoC(EPON over Cable) 기술 표준화 시작 (2012년 5월)

·케이블망에서 스마트, HD/3D/UD 등 다양한 신규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임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물리계층 채널결합에 따른 데이터 및
파일롯 할당 방법

한국

20110012225

2011

출원

케이블 망에서 직교주파수분할다중 수
신기의 하드웨어 복잡도를 줄인 심벌
타이밍 방법 및 장치

한국

20110126073

2011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기존의 대역 제한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UHDTV, 다시점
방송 등의 대용량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스템 인프라로 활용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VoD 서비스 등 개인 방
송 서비스, 고품질 신규비디오 서비스
·헤드엔드 변조기
·셋탑박스

67

·최근 해외에서는 Smart TV, 양방향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효율적 제공
및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디어 접근 게이트로서의
헤드엔드 장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을 통해 고용량 트래픽
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송 미디어 전송 기술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주파수 이용 효율 향상으로 얻어지는 여유 주파수 자원을 통해 VoD
서비스 등 개인 방송 서비스의 활성화,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 Smart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가적인 시장 창출이
가능함
·고효율 변복조 기술 개발을 통해 그 동안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디지털 케이블 방송 관련 장비 및 핵심 부품의 기술종속 탈피가
가능함
·고효율 변복조 관련한 핵심 기술 및 IPR을 조기에 확보하여 케이블
관련 주요 기술 규격인 OpenCable 및 DOCSIS 3.0 이후의 표준화 및
기술을 주도함으로써 고효율 전송 방식을 제공하는 방송 장비 및 핵
심 부품에 대한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가 가능함

I N N O V A T O R

K

표준화 및 특허

T E C H N O L O G Y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2년 10월

G R E E N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년도

S M A R T

DVB-C2
구현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고효율 변복조의 하드웨어 성능 개선
·고효율 복조 자동이득제어 구조
·수신율 향상을 위한 송신 MER 개선
·가드 밴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및 파일롯 효과적 할당
·Pipe-Line Processing LDPC 부호화 구현
·Fast Partial Parallel LDPC 복호화
·High Order QAM Constellations Demapping 처리를 위한 Fast
LLR 알고리즘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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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다계층 영상부호화 기반 웹 전송 기술
스마트TV미디어연구팀 담당자

김태정

본 기술은 스마트TV의 미디어 전송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환경 적응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MPEG의 표준 기술에 기반하여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는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가능함. 또한,
다계층 비디오 기반으로 단말에 적응적인 해상도 지원이 가능하며 대역폭 변화에도 항상 품질의 연속성을 보

I N N O V A T O R

장할 수 있는 기술임.

M

Y

CM

■ 기술개념
·다계층 비디오 부호화를 기반 다양한 단말 및 인터넷 환경에 스스로 맞춰 최적화된 멀티미디어를 스트리밍 하는
기술로, 사용자에게는 환경 적응적인 비디오를 제공하여 끊김 없는 서비스가 가능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K

&

CMY

1. 기술 개요

S M A R T

CY

G R E E N

MY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술개발의 필요성
·스마트TV, IPTV 및 스마트 기기(PAD, Phone)와 같이 인터넷에 기반
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

·다계층 비디오 부호화 기반으로 제한된 저장공간에서 AVC 기반보다
더 많은 콘텐츠 제공 가능
·채널 상태 및 스트리밍 전송 상태 모니터링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는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함
·Apple이나 MS 등과 같이 특정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약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사양으로 환경 적응적 스트리밍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 가능
·제한된 저장 공간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환경 적응적 스트리밍 제공
전송 서버 측 사양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다계층 비디오 코덱 및 플레이어 API 제공
·MPEG 표준 DASH 기반의 MPD 파일 생성 가능
·기본 계층과 향상 계층 분리 및 TS Packetize 모듈 제공
·향상된 MPD 파일 생성 가능

Client 서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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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Apple의 HLS - 상용화

·인터넷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기기의 시장 규
모가 지속적으로 성장

·MS의 Smooth streaming - 상용화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HLS
Smooth
Streaming

본 기술의 우수성
·MPEG 표준 기술로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음
·다계층 비디오 부호화기 기반으로 더 많은 콘텐츠 제공 가능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연동 기능 지원 가능
·트래픽 감소 및 채널 캐쉬 사용 효율성이 높음

※ [출처: DisplaySearch, Gartner, LG 경제연구원]

·2012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M

Y

CM

MY

CY

CMY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SO/IEC에서 MPEG DASH 표준화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다중 네트워크 환경 적응형 미디어 스
트리밍 전송방법 및 그 장치

한국

10-20120050964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스마트TV, IP TV와 같은 인터넷 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
·Icloud 등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

69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비디오 콘텐츠 제공자에게 스트리밍 플랫폼 제공
- 적은 공간에서 최대 서비스 가능
- 기존 상용 H.264/AVC 비디오 코덱과 호환 가능
- MPEG 표준에 준수
·QoS 보장 비디오 서비스 제공
- 채널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끊김 없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 가능
- 단말에 적응적인 해상도 지원 가능
- 특정 단말에 대한 제약이 없음

I N N O V A T O R

K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T E C H N O L O G Y

C

·DASH 모듈
- HTTP를 통한 SVC 기반의 동적 적응형 스트리밍을 위한 MPD 생성 및
Parser 모듈
·SVC 디코더(API 제공)
- 차HD 급 영상의 실시간 복호가능한 S/W 기반 다계층 비디오 복호화
기술

G R E E N

·IPAD, IPHONE, GALAXY, CJ 헬로비전 tving, MBC pooq, KBS K-player,
SK hoppin, LG U+박스 슛앤 등 비디오 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시장에서
사용을 지향하는 추세

■ 기술개발 완료시기

&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S M A R T

경쟁기술

·스마트TV는 '10년 400만대에서 '14년 1억 2,200만대(CAGR
32%), Tablet PC는 '10년 2천만대에서 '14년 2억 800만대
(CAGR 80%), Smart Phone은 '10년 2억 6,600만대에서 '14년
8억 7,500만대로 성장 (CAG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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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AT-DMB 계층 연동형 BWS 서비스
인코더
차세대모바일방송연구팀 담당자

송윤정

본 기술은 BWS에 계층 개념을 적용하여 기본 품질과 향상 품질로 구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AT-

I N N O V A T O R

DMB의 계층별 앙상블에 부합하는 서비스 기술임.

M

Y

CM

■ 기술개념
·BWS에 계층 개념을 적용하여 기본 품질과 향상 품질로 구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AT-DMB의 계층
별 앙상블에 부합하는 서비스 기술임
·기본 계층에는 기존 T-DMB와 동일한 규격의 BWS 서비스를 인코딩한 스트림을 전송하고 향상 계층에는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 프로토콜 적용 과정에서 MOT 디렉토리와 객체 구성에 기본 계층 BWS와의 결합
이 가능한 연동 메커니즘을 추가 및 확장하여 인코딩 된 스트림을 전송함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사용자(AT-DMB 기능 단말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 품질의 BWS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기본 계층 BWS 스트
림만 디코딩하고 확장 품질의 BWS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기본 계층 BWS 스트림과 향상 계층 BWS 스트림을 동
시 수신 및 디코딩하여 계층 연동된 서비스 제공함

■ 기술구성도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국내에선 T-DMB는 보편적이고 유용한 매체로 자리 잡았으나 방송
사업자는 광고 및 채널 임대 외에 특별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 고전
하고 있음
·T-DMB의 TV, 라디오 서비스가 무료로 규정되었으나 데이터 서비스
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가능함
·T-DMB에 계층 변조 기술을 적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AT-DMB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기존 T-DMB와 호환되는 기본계
층과 AT-DMB 단말에서만 수신 가능한 향상계층으로 구분하여 앙상
블을 전송함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를 경험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방송에서도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계층 개념이 적용되어 보편적인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동시
제공할 수 있음
·계층 연동을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선택적으로 유료화를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 기술의 상세 사양
·패킷 모드 스트림 및 EPM(Enhanced Packet Mode) 기술 적용
·기본과 향상 계층으로 분리된 2개의 스트림을 MOT(Multimedia
Object Transfer) 프로토콜에 따라 독립적인 서비스 컴포넌트로 생성
및 출력
·ETI(Ensemble Transport Interface) 프레임 생성 및 인터페이스 기술
·기본 계층은 기존 T-DMB BWS 서비스 규격 준용
·향상 계층 BWS 디렉토리 및 객체 구성은 ETRI 개발 계층 연동형
BWS 서비스 규격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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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TPEG : DMB 기능 탑재된 네비게이션 형 단말에서 주요 서비스로 정
착되었으며 T-DMB 중 유료화된 데이터 서비스임
·DMB2.0 : 지원 단말 미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서비스 종료됨

·T-DMB BWS 서비스 인코더/디코더
·AT-DMB 계층 연동형 BWS 서비스 인코더/디코더
·패킷 모드 서브채널 스트림 다중화기/역다중화기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TPEG

DMB2.0

계층 연동을 통해 DMB2.0의 BWS 보다 다양하고 품질이 높은 콘
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T-DMB 누적단말판매량이 4천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
며 DMB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후보로서 데이터 서비스 관련 제
품/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단위: 억 원)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구

·2012년 6월경

M

Y

CM

MY

CY

CMY

2014

2015

2016

3

10

13

15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의 DMB2.0에서 BWS 서비스를 하였으나 스마트 폰 등장으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함

표준화 및 특허

·국외의 이동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BWS를 통한 방송
웹 브라우징 서비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AT-DMB 계층간 연계 서비스” 표준화 진행 중
·“AT-DMB 계층간 연계 서비스”표준을 모 표준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인
AT-DMB 계층 연동형 BWS 응용 서비스가 표준화 될 수 있음
■ 보유 특허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계층 연동형 방송 웹 사이트 서비스를
위한 송수신 방법 및 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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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10-20120050964

2011

프랑스

1253664

2012

·T-DMB 기반 데이터 서비스 기술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계층화된 BWS를 통한 보다 양질의 콘텐츠 제공
·통신망 보다 방송망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가 효과적인 환경의 국외
기술 시장 진출 기반 마련

I N N O V A T O R

K

·AT-DMB 계층 연동형 BWS 서비스 인코더 설계 기술
·AT-DMB 계층 연동형 BWS 서비스 인코더 S/W
·AT-DMB 계층 연동형 BWS 서비스 수신 검증 S/W
·ETI 프레임 인코더 S/W

2013

T E C H N O L O G Y

■ 기술이전 범위
C

분

시장 규모

G R E E N

[표 1] BWS 기반 데이터 서비스 장비 시장규모 (예상치) (2013~2016)

기술의 완성도

&

본 기술의 우수성
TPEG과 BWS는 기본적으로 목적하는 서비스에 차이 있음
BWS는 웹 브라우징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TPEG는
주로 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함

S M A R T

경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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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T-DMB 하이브리드 송중계기 기술
차세대모바일방송연구팀 담당자

이용태

본 기술은 T-DMB 음영지역 해소 및 신호 중계를 위한 동일채널 중계기의 동일한 하드웨어 플렛폼에서

C

M

Y

CM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RF 타입의 중계기능 및 ETI 타입의 중계기능을 구현하여 추가적인 비용 없이 중계 사이트 환경에 적응하
여 선택적으로 중계타입을 선택하므로 방송사는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T-DMB 중계망 구축이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동일한 하드웨어 플렛폼에서 RF 타입의 중계기능 및 ETI 타입의 중계기능을 구현하여 추가적인 비용 없이 중계 사
이트 환경에 적응하여 선택적으로 중계타입을 선택하는 신개념의 T-DMB 하이브리드 송중계기 개발

■ 기술구성도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방송사는 각 사이트 별로 복잡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필요한 타입의 중
계기 선정 및 구매
- 기존의 T-DMB 중계기는 ETI 타입 중계기, RF 타입 중계기 등 중계
타입 별로 별도의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고 방송사는 모든 중계 사이
트 별로 환경 조사 등 복잡한 사전조사를 통해 적합한 중계타입의 중
계기를 선정하여 구매하는 불편함이 있음

·방송사는 불편하고 복잡한 사이트 사전조사 없이 하이브리드 중계기
(기존 RF 타입 중계기와 동일한 가격)를 구매하여 각 상황에 맞추어
즉시 중계기 운영 가능
·중계사이트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중계타입을 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즉시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중계 사이트 환경변화에 따른 중계기 타입을 변경할 수 없음
- 중계 사이트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중계타입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중계기를 구매해야 함
·기존의 중계기 이중화는 각 중계타입 별로 중계기를 추가 구매해야 함
-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위한 기존의 중계기 이중화 구조는 각 중계
타입 별로 중계장치를 추가로 구매하여 중계기 구축비용이 증가하고
중계기 입력 신호 단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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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유럽을 중심으로 ETI 타입의 송신기 및 중계기 개발을 주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Rhode&Schwarz는 국내 ETI 형 송신기 및 중계기 시장 장악

·국내 T-DMB 커버리지를 9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358
개의 중계기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약 650 억원
으로 예상

·DAB용 RF 타입의 중계기 시제품이 영국의 BBC에서 개발됨
·Digicast 사에서 DAB 상용제품을 출시
·ETRI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업체가 국내 RF 타입의 T-DMB 중계기 시
장 장악 예상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M

ETI 중계기

동일한 하드웨어 플렛폼에서 RF 타입의 중계기능 및 ETI 타입의 중계기능을 구현하여
추가적인 비용 없이 중계 사이트 환경에 적응하여 선택적으로 중계타입을 선택하는
신개념의 T-DMB 하이브리드 송중계기술

Y

CM

MY

CY

CMY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10월 31일
■ 기술이전 범위
·하이브리드 T-DMB 송중계기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해당사항 없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DAB/DAB+/T-DMB 송,중계기
·소출력 DAB/DAB+/T-DMB 중계기

73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방송사는 불편하고 복잡한 사이트 사전조사 없이 하이브리드 중계기
(기존 RF 타입 중계기와 동일한 가격)를 구매하여 각 상황에 맞추어
즉시 중계기 운영 가능
·중계사이트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중계타입을 변경할 경우 추가 비
용 없이 즉시 가능

I N N O V A T O R

K

기술의 완성도

T E C H N O L O G Y

동일채널중계기
C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 등 DAB 계열의 디지털라디오 방식을 선
정한 국가들이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커버리지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어 꾸준한 디지털라디오 및 T-DMB 송·중계기 수요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됨
- ETRI가 개발한 T-DMB RF 타입 중계기 성능은 세계최고 수준임
- 향후 RF 타입의 중계기와 동일한 가격으로 하이브리드 송중계기를
개발한다면 성능과 가격 모두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G R E E N

·송신기(1kW 이상)는 전량 수입에 의존

·최근 국내 T-DMB 방송사들은 T-DMB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
받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T-DMB 송신기 및 중계기 구매를 늘리고
있음
- 현재 T-DMB RF 타입 중계기 시장은 ETRI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기
업이 대부분 장악
- ETI 타입 중계기는 대부분 외산이 장악하고 있고 가격이 RF 타입 중
계기 보다 높음

&

·일부 업체에서 ETI 형 T-DMB 중계기를 출시하였으나 핵심모듈은 수
입에 의존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S M A R T

·ETRI에서 등화형 T-DMB 동일채널 중계기(RF 타입중계기)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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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지상파 DTV 등화형 ICS 중계기술
방송전송연구팀 담당자

음호민

본 기술은 지상파 DTV 중계기에서 궤환 신호를 제거함에 있어 VSB 신호의 pilot 에 의한 성능저하를 최소화 시

C

M

Y

CM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킴으로써 중계기 송출신호 출력을 증대시키고, 등화형 동일채널 중계기에 적용할 경우 주 송신기급의 고품질
신호를 송출할 수 있음.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지상파 DTV 중계기에서 궤환신호를 제거함에 있어 VSB 신호의 pilot 에 의한 성능저하를 최소화 시킴으로써 중계
기 송출신호 출력을 증대시킴
·등화 형 동일 채널 중계기에 적용할 경우 주송신 기급의 고품질 신호를 송출할 수 있음

■ 기술구성도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동일채널중계기는 수신된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로 중계하는 시스템
으로 추가적인 방송채널 할당이 필요 없으나 궤환신호에 의해 송출신
호 출력이 제한되어 이를 극복할 기술이 요구됨
·송출신호 출력이 큰 중계기의 경우 그에 따라 주 송신기에 버금가는
송출신호 품질이 요구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기술의 상세 사양
·수신신호 대비 궤환신호 제거 : +20dB
·궤환신호 억압 : 45dB
·궤환신호 제거 범위 : 12us
·ATSC A/53 규격을 만족하는 VSB 신호 생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해당사항 없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해당사항 없음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VSB 신호의 pilot 에 의한 궤환신호 제거 성능을 저하를 최소화 함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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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범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ICS 기술 C++/VHDL 소스코드
·EDOCR 연동 관련 interface
·PCB 제작 관련 파일, 부품 데이터 시트 등 기타 관련자료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인 NAB 에 궤환신호 제거기능을 탑재한 지
상파 DTV 용 중계기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음

표준화 및 특허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해당사항 없음

·지상파 DTV 동일채널 중계기

M

Y

CM

MY

CY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관련 제품 시장 규모
·국내 시장
- 방송사 전체 방송보조국 1,128국소 중 총 18.4%(208국소) DTV 전환
: 902국소 미전환
- 극소 음영지역 약 3,500 국소 예상(방송보조국 당 3국소)
※ 산출근거 : 2009년 방송 공학회 워크샵

CMY

T E C H N O L O G Y

C

·타사 대비 뛰어난 송출신호 출력 및 품질로 제품 경쟁력 확보
·ATSC M/H 서비스로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G R E E N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4. 기대효과

S M A R T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2009년 말 미국의 이동방송(M/H) 서비스 개시로 동일채널 중계기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I N N O V A T O 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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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시점 제어형 미디어 저작도구/플레이어
융합미디어연구팀 담당자

차지훈

본 기술은 MPEG-4 LASeR 표준기술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의 영상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C

M

Y

CM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시점 제어형 미디어 소비 기술 개발,MPEG-4 LASeR 표준 기반 시점 제어형 미디어 저작도구와
시점 제어형 미디어 플레이어로 구성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MPEG-4 LASeR 표준기술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의 영상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시점 제어형 미디
어 소비 기술 개발
·MPEG-4 LASeR 표준 기반 시점 제어형 미디어 저작도구와 시점 제어형 미디어 플레이어로 구성

■ 기술구성도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화면만 시청하는 것에서 벗어나, 음악 방송에
등장하는 가수 그룹 중 시청자가 좋아하는 멤버를 중심으로 시청하거
나 스포츠 동작의 다양한 시점(각도)을 선택해가며 시청할 수 있는 대
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사용자가 시점을 제어할 수 있는 시점제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점제어 기능이 포함된 콘텐츠를 쉽게 저작할 수 있는 저
작도구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시점제어형 콘텐츠 저작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템플릿 기반 저작
기능 지원
■ 기술의 상세 사양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그래픽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이용한

시점제어형 미디어 저작/재생 지원
·다양한 시점 영상 중에 선호 영상을 자유롭게 선택 시청하기 위한

저작 및 재생 기능 지원
·다양한 소비환경에서 MPEG-4 LASeR 기반으로 이미지/스크립트

기반 부가정보 저작/표현 기능 지원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이용자가 관심 있는 시점을 선택하여 시청하고, 시점과 연관된 다양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광고, 쿠폰, 부가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대화형
미디어 서비스 제공 가능

시점제어형 미디어
저작도구

시점제어형 미디어
플레이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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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Adobe flash
전세계 IPTV STB 시장 규모

·ACAP 데이터방송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Adobe flash

·특정 기업의 종속 기술이 아닌 국제 표준 기술 활용
·XML과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손쉬운 앱 개발

ACAP 데이터
방송기술

·시점에 대한 장면 구성 및 연관된 부가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 제공
·객체단위 제어기능 및 시간 동기화 기능 제공

2011

2012

2013

2014

2015

해외 주1)

2,549

3,052

4,163

5,141

6,349

주2)

1,161

1,989

2,713

3,350

4,164

국내

주 1) 전세계 IPTV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MRG, 2009.5), 2014년 2015년 전망치는 CAGR을
적용하여 추정함
주2) 2009~2013년 국가별 IPTV 가입자 전망(SNL Kagan), 한국 IPTV 가입자와 세계 IPTV 가
입자에 대한 비율을 세계 시장 규모에 적용하여 추정, 환율 1달러당 1120원 적용

S M A R T

경쟁기술

(단위: 백만불, 억원)

시장

&

·2013년 2월 28일
■ 기술이전 범위

표준화 및 특허
M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유럽의 이동통신 플랫폼 및 리치미디어 솔루션 제공업체인 Streamezzo
사에서 MPEG-4 LASeR를 이용하여 Rich media Client를 개발하였으며,
영국 BskyB에서는 축구중계 및 big brother 쇼를 멀티앵글로 서비스한
사례가 있음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리치미디어 저작도구 및 플레이어 솔
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MPEG-4 LASeR 기술에 기반한 상
용화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Y

CM

MY

CY

CMY

·2009년 다양한 단말 지원을 위한 장면 적응(Scene Adaptation, Amd.
2) 기술과 구조화된 정보(메타데이터)를 장면상에 시공간적으로 표현
하는 PMSI (Presentation and Modification of Structured Information,
Amd.3) 기술이 추가적으로 표준화 되었음
■ 보유 특허
·출원중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프리미엄 IPTV 서비스(시점 제어형 미디어 서비스, 부가정보
제공 서비스 등)
·리치미디어 E-book 서비스
·모바일 및 스마트TV용 대화형 미디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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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MPEG-4 LASeR 기반의 대화형 콘텐츠는 XML기반으로 저작이 용이
하여 콘텐츠 생성 및 배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데이터방송 미들웨어가 탑재되지 않은 저 사양
의 단말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시점 제어형 미디어 서비스가 가
능하여 관련 IPTV 산업 활성화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I N N O V A T O R

K

·2007년 MPEG에서는 리치미디어 표준 기술인 LASeR (Lightweight
Application Scene Representation)의 표준화를 완료하였음

T E C H N O L O G Y

·시점 제어형 미디어 저작도구 및 플레이어 기술
C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G R E E N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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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고품질 파노라마 동영상 획득·생성
시스템
융합미디어연구팀 담당자

차지훈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시청자에게 현장감 제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넓은 화각(180도 이상)의 고품질(high resolution) 파

M

Y

CM

■ 기술개념
·시청자에게 현장감 제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넓은 화각(180도 이상)의 고품질(high resolution) 파노라마 동영상
획득·생성 기술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대화면 스크린의 대중화 및 3D, UHD와 같은 실감미디어 경험을 토대
로 보다 사실적이고 현장감을 지원하는 실사 기반 고품질 파노라마
수요 확대중임

·고품질의 카메라를 여러 대 이용하여 동영상의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도, 넓은 화각 (180도 이상)을 촬영할 수 있어, 실내에서 소비 가능한
멀티 모니터 방식 뿐만 아니라 실외 대형 광고판, 전시장 등에서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고품질의 파노라마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음

·현재 파노라마 서비스 산업 전반적으로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이 외산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산 기술의 국내시장 잠식 해소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파노라마 기술은 대용량 방송통신망, LED/대화면/플렉서블 디스플레
이 분야 발전의 동인 역할 및 광고, 교육, 군사, 공연, 관광 등 다양한
타 산업분야에 활용도가 높음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시차(parallax)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거울을 이용한 멀티 카메라 구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거리의 물체를 촬영하더라도 Seamless한 파노라마 동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거울을 이용한 대화각 지원 멀티카메라 구조체를 통하여 근거리 물체
의 시차 최소화 지원
·멀티카메라 보정 기술을 활용한 멀티카메라 정렬 기능 지원
·멀티카메라로부터의 고품질 대용량 콘텐츠를 사용한 Seamless 파노
라마 동영상 생성 지원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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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파노라마 카메라 릭(Rig) 시스템
[거울을 이용한 멀티카메라 구조체]

·파노라마 렌더링 시스템
·대화각 디지털 갤러리 서비스 (콘텐츠)

S M A R T

·디지털 산책 및 라이브 파노라마 서비스 기반 기술
·군사,보안 관제시스템 기반기술
·전시,공연 무대기술
[고품질 Seamless파노라마 동영상 생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파노라마 카메라 및 빔프로젝트기반 렌더링시스템 시장규모

·Computer Graphic 기반 파노라마 콘텐츠
·저품질 파노라마 획득 방법 (Immersive, PointGrey)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M

Y

CM

MY

경쟁기술

2021

해외 주1)

17

32

59

107

195

6,557

12,166

22,329

40,830

74,575

주 1) 카메라 리그의 경우 리그 한 셋트의 가격을 2017년 2억에서 2021년 1.5억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
주 2) 빔프로젝터 렌더링 시스템의 경우 셋트의 가격을 2017년 4억에서 2021년 3억으로 하락
할 것으로 가정함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프라운호퍼 HHI(독일), FasinatE(EU), Immersive Media, CBC (캐나다)
등 국외를 중심으로 고화질 파노라마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 중

·2012. 10. 30
■ 기술이전 범위

·국내에는 ETRI, KAIST 등에서 실사기반 파노라마 기술 개발 중

·거울을 이용한 근거리 시차 최소화 멀티카메라 구조체 기술
·멀티카메라 정렬 기술

4. 기대효과

·고품질 대용량 파노라마 콘텐츠 생성 기술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2012년 ITU-T 와 ISO/IEC JTC1 의 연합 프로젝트 그룹인 JCT-VC
에서는 기존의 동영상 코덱인 H.264 의 성능을 2배 향상하는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화를 진행 중
·또한 ISO/IEC JTC1 SC29/WG11 MPEG 에서는 파노라마 콘텐츠와
같은 대용량 콘텐츠의 전송을 위하여 MMT(Mpeg Media Transport)
표준화를 진행 중
■ 보유 특허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멀티프로젝터 시스템에서 한대의 스틸
카메라(이미지)를 이용한 컬러보정 장치
및 방법

한국

20120010051

2012

출원

실감 파노라마 영상 생성을 위한 3D
데이터 포맷 생성/소비 방법

한국

20120029962

2012

출원

스크린 적응적 영상 디스플레이를 위한
실시간 기하학 보정 장치 및 방법

한국

20110120519

2011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79

·(기술적) 국외기술에 뒤쳐진 실사기반 파노라마 동영상 산업 전반에
핵심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UI/UX, 인식 분야 등 실감산업의 기술적
우위 선점
·(산업적) 현장감이 있는 새로운 실감미디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여
방통 융합망, LED 대화면 비 평면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서비스 생태
계 전반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동인 역할
·(경제적) 국내 기술 개발로 인한 로얄티 수입이 가능하고, 광고, 교육,
군사, 문화공연 등 타 산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류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3D 이후 실감미디어 산업의 기폭제 역할 기대

I N N O V A T O R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20

·디스플레이의 약진 등으로 기존 이미지, CG, 저화질 동영상 파노라마
에서 실사기반의 고화질 파노라마로 현장감 있는 시청환경으로 변화
가속

CY

K

2019

국내

본 기술의 우수성

저 품질 파노라마 ·상대적으로 저품질(2400x1200,360도)의 획득시스템에 비하여
방송 동영상 수준의 고품질 지원
획득 방법

CMY

2018

주2)

·많은 수작업을 요하는 CG 기반 기술에 비하여 실사 기반의 파노
Computer
라마 동영상을 빠른 시간에 획득 가능
Graphic 기반
·CG 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현실감이 떨어지나, 실사 기반의
파노라마 콘텐츠
파노라마 동영상은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듯한 몰입감 제공

기술의 완성도

2017

T E C H N O L O G Y

C

(단위: 억불, 억)

시장

G R E E N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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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IMT-Advanced WiBro 기반 모바일
IPTV방송 서비스 기술
모바일스크린융합연구팀 담당자

전선심

본 기술은 이동단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HD/SD급)의 모바일 IP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으로 IEEE 802.16m/Moblie WiMax 규격에 기반한 MBS 기능, 멀티캐리어 자원 할당, 모바일 방송망 구성

I N N O V A T O R

기술, 이동성 지원기술 등의 주요기술로 구성 됨. 모바일 IPTV 시스템은 단말, MBS 기능을 지원하는 기지국,

M

Y

CM

제어 기술은 이동통신 시스템 (3GPP/LTE, IMT-Adv. WiBro)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양방향 모바일 IP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IPTV 방송 서비스 성능
향상 기술

T E C H N O L O G Y

C

ASN GW, MBS 서버장치로 구성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중주파수 운용 기술과 방송망

■ 기술구성도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모바일 트래픽의 증가로 인한 기존의 2G, 3G 이동통신시스템이 갖는
주파수 자원 한계 극복
·유선 망 수준의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무선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단말의 서비스 연속성 및 이동성을 보장하는 기술 필요
·특정 모바일 단말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미들웨어 기술 필요
·방송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기 위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효율성을 증가 시킨 기술 필요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방송통신 미들웨어
·IEEE 802.16m과 Mobile WiMax 규격이 적용된 모바일 IPTV 시스템
·모바일 IPTV 트래픽 특성을 고려한 동적 방송망 구성으로 주파수 자
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서비스 연속성 보장
·방송망 내에서 다중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모바일 TV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다중 셀로 구성된 MBS 존의 특성을 이용한 간섭 제어 기술로 용량이
증대된 멀티캐스트 서비스 제공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고품질의 양방향 방송 서비스 제공(VoD, real TV, 데이터 서비스)
·방송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다수의 셀에 걸쳐서 방송망을
모바일 TV 기술
구성하고, 모바일 단말의 서비스 연속성 및 이동성을 보장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중 주파수 운용 기술
·방송망을 통한 SVC 서비스 제공과 같은 콘텐츠 고품질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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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완성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2월

■ Mobile IPTV 세계 시장 전망

■ 기술이전 범위

·세계 시장 '16년 약 9조 전망(연평균 7%대 성장률)

·모바일 모바일 IPTV 방송망 구성 및 제어기술

·국내 시장 '16년 약 4천7백억 정도로 성장 예측

·멀티캐리어 무선자원 할당 기술
[표 1] Mobile IPTV 시장규모 (2013~2016)

·ITU-T SG13에 모바일 IPTV use case, functional requirement에 대한
기고 ☞ 표준 특허 5건

세계시장

547,722

국내시장

49,435

2014

2015

2016

연평균 성장률

1,560,336 4,075,775 9,734,947
141,546

243,316

364,307

7%
4%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IPTV는 시험서비스 단계에 있으며, 마 상용서
비스 상태임

G R E E N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2013

&

표준화 및 특허

시장

(단위: 백만원)

4. 기대효과

·Mobile WiMAX: 모바일 IPTV use case 표준 작업 진행중

기술도입효과

C

M

Y

출원/등록
구분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20110073198

201107-22

출원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서비스 오
버레이 네트워크 기반 모바일 IPTV 서
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조 및 방법

미국

PCT/
KR2012/
003642,

201205-09

출원

모바일 IPTV 시스템에서 3D 영상전송
및 선택 방법

미국

13/289285

201111-04

출원

고품질 Multicast 서비스를 위한 Multicarrier 운용 방법

한국

20120043446

201204-25

출원

MBSFN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Multicast
서비스에 필요한 diversity 이득 지원
이 가능한 Multicast 서비스 기반의
MC(MultiCarrier) 운용(deployment) 방법

미국

13/314707

201112-08

CMY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모바일 IPTV 서비스 제어 기술 및 방송망 구성 기술
·Mobile Wimax 및 3GLL/LTE에 적용 가능
■ 모바일 IPTV 서비스 제어 기술 및 방송망 구성 기술
·모바일 IPTV 방송 미들웨어
·모바일 IPTV 단말 플랫폼 장치
·ASN GW
·MBS 서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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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MBS 기술기반으로 고품질의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파수
사용효울 증대로 모바일 방송 원가 절감
·IEEE 802.16m/Mobile WiMax 기반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기술 확
보로 고수익 창출 효과
·다중 주파수 사용 기술 확보로 무선 자원 사용 효울 중대
■ 기술적 효과
·고품질의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 기술은 3GPP/LTE와 IMTAdvanced WiBro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모바일 IPTV 상
용화 기반 확보
·무선 액세스망에서의 고품질 서비스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
태의 새로운 응용 서비스의 창출

I N N O V A T O R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지역을 동적
으로 구성하는 방법 및 그 장치

CY

K

출원 국
(등록)

출원

CM

MY

특허명

T E C H N O L O G Y

■ 보유 특허

S M A R T

·IEEE 802.16m/Mobile WiMax 기반 모바일 IPTV 시스템 장치
- MBS Server
- ASN Gateway
- 모바일 IPTV 단말 미들웨어
- 멀티캐리어 기반 RF장치(2.3, 2.5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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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동성 지원을 위한 스마트폰
NICM 기술
클라우드융합네트워킹연구팀 담당자

노현석

본 기술은 대형마트, 병원, 공항, 캠퍼스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Wi-Fi 기반의 무선 인터넷을 사용

I N N O V A T O R

중인 고객에게 광대역의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함.

M

Y

CM

■ 기술개념
·대형 마트, 병원, 공항, 캠퍼스 등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 Wi-Fi 기반의 광대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연속성 기술 개발
·Wi-Fi 망에서 접속 중인 AP가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겪게 되는 서비스 단절, 통신 재 연결 지연,
응용 프로그램 재 시작 등의 불편 해소

T E C H N O L O G Y

C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K

&

CMY

S M A R T

CY

G R E E N

M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고객
- 공공장소: 대형 마트, 쇼핑몰, 캠퍼스, 병원, 공항 등
‥대형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500개 이상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등 100개 이상
‥쇼핑몰: 코엑스몰, 타임스퀘어, 센트럴시티, 동대문 쇼핑몰 등 100개
이상
‥기타: 대학, 병원, 공항, 놀이동산, 공원 등

이동성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상용망 적용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유무선 이종 액세스망간의 IP이동성 기술을 Wi-Fi 망에 최적화된 IP
이동성 시스템에 적용하고 다양한 사용자 단말에 제공될 상용 레벨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 스마트 단말 무선 인터페이스 매니저 개발
- 무선 네트워크 접속 관리 기술 개발
- 이동성 서비스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Wi-Fi 서비스의 진화 필요
- 스마트 단말의 보급 확대 ☞ Wi-Fi 서비스 사용자 및 무선랜 서비스
지역 급증
-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 다양화, 고품질화에 대한 대응 미비
- 현재는 단순한 "Hot Spot"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사람들이 밀집되는 공공장소 내의 사용자에게 무선 인터넷(Wi-Fi)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경쟁기술
- CISCO Proxy Mobile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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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기술 현황
- 현재 다양한 무선랜 서비스 및 고속 무선랜 서비스 대한 개발이 진행
되고 있으나 AP 간 이동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CY

CMY

·목표 시장
- 공공장소 : 대형마트, 쇼핑몰, 캠퍼스, 병원, 공항 등
- 대형 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500개 이상
- 백화점 : 롯데, 현대, 신세계 등 100개 이상
예상 수요처 및 총 판매금
판매처

판매단가 (천원) 연간판매량 (개) 판매기간 (년) 예상 총판매금(천원)

대형마트
(홈플러스등)

■ 기술이전 범위
·Wi-Fi 망에 최적화된 IP 이동성 시스템 적용 기술 및 다양한 사용자
단말에 제공될 상용 레벨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 스마트 단말 무선 인터페이스 매니저 개발
- 무선 네트워크 접속 관리 기술 개발
- 이동성 서비스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형쇼핑몰
(코엑스몰 등)

백화점
(롯데, 신세계 등)

대학, 병원 등

100,000

20

5

10,000,000

100,000

10

5

5,000,000

100,000

5

5

2,500,000

100,000

10

5

5,000,00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국제표준화
·
기관인 IETF에서는 Client Mobile IP(CMIP) 및 Proxy Mobile
IP(PMIP)에 대해서 표준화됨
· IETF의 MULTIMOB(MULTIcast MOBility) WG은 PMIP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의 적용 방안과 IGMP/MLD 프로토콜을 모바일 환경에서의
최적화하기 위한 표준을 도출하고 있음
· ITU-T NGN-GSI 및 ETSI TISPAN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IMS 기반의
서비스 제어 구조 하에 이동성과 QoS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Transport
Function 및 Transport Control Function을 골자로 하는 NGN 표준화 추진
중이나 이동성, 서비스 연속성, 융합 서비스 제어 기술에 대한 표준화 미비
· 국내 대표적 ISP인 KT에서는 이종망간 서비스 연속성 기술에 대한
연구를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사의 WiBro 망과 HSDPA
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스마트 단말 보급의 급증
- 휴대폰 5.4% 증가한 10.9억 대 스마트 폰 45.1% 증가한 2.5억 대
(2010년)
- 스마트 폰 비중: 18.6% (2010년) → 36.7% (2013), 18.1% 상승하여
휴대폰 시장 주류로 부상
·무선 인터넷 사용자 & 트래픽 급증
·Wi-Fi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 지역 급증
- KT: 1만3천(2009년) → 2만7천(2011년초) 넷스팟존으로 확대,
SKT: 전국 1만 (2010) 와이파이존 구축, LGT: 전국 1만1천 (2010)
핫스팟 구축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다중 단말 가상화 및 이에 기반한
네트워크 전송 제어 방식

한국

10-20100126477

2010

출원

네트워크 기반 모바일 멀티캐스트
소스 이동성 제공 방법

한국

10-20110099262

2011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연속성을 지원하는 무선랜 망 서비스

83

·ETRI가 개발한 이종 망간 IP 이동성 제어 기술의 실제 서비스 적용
- Wi-Fi 기반 서비스 상용화 모델 도출
- 대규모 망 적용을 위한 안정성 및 사업성 검증
·다양한 공공장소에게 저렴한 광 대역의 무선 Wi-Fi 서비스를 끊김 없
이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익 증진
- 본 기술 적용 사업장의 고객 유치 및 만족도 측면 경쟁력 우위 확보
·본 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업체는 네트워크 장비
보급과 이동성 서비스 솔루션 분야 수익 창출 기대
·수출 증대 및 수입 대체 효과
- 고가의 외산 네트워크 제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국산화 도모 가능

I N N O V A T O R

K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T E C H N O L O G Y

MY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G R E E N

CM

·단말의 이동성 서비스 관리 툴 제공

&

CISCO
Proxy Mobile
IPv6

·제어 계층 및 데이터 전달 계층이 분리된 코어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기반의 IP 이동성 제어 방식
·프로토콜 계층(L2/L3)간 연동을 통한 고속 핸드오버 최적화 제어
기능
·핸드오버 사전 자원예약에 기반한 QoS 연속성 보장 기능
·망 정책 및 사용자 선호도 기반의 유무선 접속 제어 기능
·이종 망간 핸드오버 처리 지연: ≤ 150ms (실시간 음성/영상 지원)
·핸드오버로 인한 품질 저하 5% 이내

·기술 이전 : 2013년 3월 이후

Y

■ 다양한 사용자 단말에 제공될 상용 레벨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S M A R T

본 기술의 우수성

·상용망 적용 레벨의 시스템 개발 : 2012.07.01. ~ 2013.02.28

M

·AP 간 이동시 통신 연결의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기반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어플리케이션 제공

경쟁기술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C

·공공장소 등에서 기존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Wi-Fi 기술을 이용하여
수많은 무선 AP로 부터 다양한 서비스 받고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