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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념 및 특성

01

개념

·디지털방송이란 영상, 음향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수의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선택적으로 동시에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디지털방송 기술이란 고품질 방송콘텐츠의 제작, 전송 및 재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처리하는 방송기술
■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 편성이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시청자 참여형 또는 정보 창조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양방향 방송기술”
■ 콘텐츠, 전달망, 단말, 서비스 등의 기술 및 사업자 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이동성과
개인화를 가능하게 하는“모바일방송 기술”
■ 3D 입체영상 및 음향과 HD급 보다 4~16배의 고화질 영상 및 멀티채널 음향을 제공하여
사실감과 현장감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실감방송 기술”
■ 전자콘텐츠안내(EPG), 교통정보, 주식정보, 날씨정보 등을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개인형 데이터방송 기술”
▼ 반도체 기술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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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성

■ 방통융합에 따라, 단순시청형 방송에서 사용자 위주의 정보맞춤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거쳐 정보창조형 방송서비스 제공
● 유·무선 융합과 함께, 통신망 서비스가 방송 미디어와 융합하여 새로운 방통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창출
● 사업자중심의 일방적인 콘텐츠 제공형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나 콘텐츠를 선택·가공·소비
하는 Prosumer 개념의 정보창조형 방송서비스 제공

■ 시청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통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
●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의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보편적 방송서비스 제공
●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 선택권을 증대시켜 고부가가치
창출
● 전국 단일 시청권의 동시방송을 통해 방송 서비스의 차별 없는 시청권 제공 및 난시청문제 해결
디지털TV/방송

■ 양방향성 확보로 시청자의 참여 선택권을 증대시켜 새로운 미디어 문화 창출
● 개인 방송국, 개인 저작도구 확산으로 Prosumer에 의한 방송의 다원성 확보
● 전자투표, 전자상거래 등 이용자 맞춤형/참여형 방송서비스 활성화

■ 방송의 다양한 품질 선택권 제공을 통한 방송 편익 증대
● 실감형(3DTV, UHDTV 등) 방송 제공으로 방송의 품질 고도화 및 소비자 방송시청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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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특화디바이스 개념도 ▼
중분류

소분류

요소기술

계층변조 기반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 수신성능 강화 기술, 고성능 고효율
채널부복호 기술, 서비스 다중화 기술, 저속 및 고속 부가데이터 방송망
지상파방송 설계 기술, 다중 안테나 송수신 기술, 동기 및 채널등화 고도화 기술, 간섭
신호 제거 기술, 중계기 성능 고도화 기술, 단일주파수망 기술, 양방향 리턴
채널 기술 등

방송시스템

고차 다중 반송파 변복조 기술, 고효율 오류 정정 부복화 기술, 가변 RF
대역 신호 처리 기술, 매체 접속 제어(MAC) 기술, HFC망 망 운용/제어/
케이블방송 연동 기술, 제한 수신(CAS) 및 콘텐츠 보호/분배 기술, IP기반 융합형 전송
기술, 헤드엔드 송수신 시스템 기술, 홈네트워크 연동 통합 단말 플랫폼
기술

위성방송

Ka대역 위성방송기술, 고차 변복조기술, 고효율 채널부호화 기술, 고효율
채널 추정/등화기 기술, 위상잡음 개선기술, 다중 방송스트림 전송기술, 계층
스트림 합성처리 기술, 위성 휴대방송 전송 기술

IPTV

환경적응형 미디어 처리 및 전송기술, 이종 단말간 서비스 이동성 제어기술,
QoS/QoE 보장 전달망 기술, 개인 상황인지 및 SNS기반 융합 서비스
플랫폼 기술, 모바일 웹 기반 플랫폼 및 콘텐츠 공유/인식 기술, 셀룰러
/WiBro 기반 모바일 IPTV 기술, 융복합 다기능 단말기술 등

맞춤형/참여형 메타데이터 저작/송수신 기술, 메타데이터 응용 및 단말 기술, 리치미디어
방송
저작/송수신 기술, 리치미디어 데이터 응용 및 단말 기술 등

방송미디어

방통융합
공간인식·연상인식 등의 사용자 체험(UX) 기술, 객체기반 콘텐츠 조립·가공
미디어
기술, 인터랙티브 시점제어/파노라마 기술 등
프레임워크
3DTV 방송
UHDTV
방송

3D 비디오/3D 오디오 획득, 생성, 저장, 편집, 압축부호화, 전송, 재생, 3D
콘텐츠 품질평가 등
UHD 영상/다채널 오디오 획득, 저장, 편집, 압축부호화, 전송, 재생 등

방송
객체기반 실감콘텐츠 저작/편집/압축 기술, 메타데이터 저작/색인 기술,
프로그램 환경적응형 콘텐츠 제작/편집 기술, 스케일러블 데이터 처리 기술,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아카이빙 기술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

378

방송
프로그램
보호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불법복제 방지, 사적이용 복사관리, 도메인관리,
콘텐츠 스크램블링/암호화, 워터머킹, 콘텐츠 식별체계, 패키징 파일포맷,
라이센스/권한권리, 키 관리 등

방송
프로그램
검색

객체기반 콘텐츠 검색, 다매체 능동형 ECG 기술, 3D EPG 기술, 메타
데이터 처리 기술, 콘텐츠 세그먼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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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전망

01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가. 세계 시장현황
(1) 고정형 디지털 방송
■ 디지털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및 IPTV
●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정책에 힘입어 ’
14년까지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는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총 10억 2천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
▼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

(단위 : 백만가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신가구

668.1

758.8

847.4

936.3

1,024.5

※ 출처 : IMS(2010.2),“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디지털TV/방송

● 매체별로는 ’
10년 위성방송의 비중이 50%로 디지털화에 가장 앞서 있으나, 타매체의 디지털
추진과 신규매체 등장으로 매체간 경쟁은 심화될 전망
▼ 매체별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
2010

구 분

(단위 : 백만가구, %)

2014

수신가구

비중

수신가구

비중

위 성

335.8

50%

443.7

43%

케이블

186.1

28%

296.4

29%

지상파

113.7

17%

223.7

22%

IPTV

32.5

5%

60.7

6%

합 계

668.1

100%

1,024.5

100%

※ 출처 : IMS(2010.2),“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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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DTV 수상기 시장은 ’
10년 937억불에서 ’
14년 931억불로 정체될 전망이며, 디지털 STB 시장은
’
10년 153억불 수준에서 ’
14년 189억불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DTV 수상기 시장의 경우 판매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나 판매단가의 하락에 따라 전체 시장규모는
다소 감소할 전망
▼ 세계 DTV수상기 및 STB 시장전망 ▼
구 분

2010

2011

2012

2012

2012

937

956

967

950

931

위 성

937

956

967

950

931

케이블

45.3

53.2

61.6

64.6

67.3

IPTV

17.7

20.7

22.0

23.6

25.5

지상파

23.0

28.8

26.6

27.9

28.8

합계

152.6

165.1

176.0

182.4

189.3

1)

DTV 수상기

디지털 STB2)

(단위 : 억 달러)

주) 디지털 STB에는균 2.6%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 STB를 포함
※ 출처 : 1) DisplaySearch(2009.7),
“Quarterly Global TV Shipment and Forecast Report”
2) IMS(2010.2),“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 전 세계 위성방송 STB 세계시장 규모는 ’
10년에 8천 5백만 대에서 ’
14년에 9천 4백만 대로 연평
성장 예상
▼ 세계 위성방송 및 STB 시장전망 ▼ (단위 : 백만가구, 백만대, 백만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2

2012

수신가구수

335.8

365.7

391.9

418.2

443.7

셋탑판매수

85.0

76.5

87.0

89.9

94.1

셋탑매출액

6,665

6,242

6,584

6,628

6,766

주) STB 매출액은 ’
10년 67억달러에서 ’
14년 68억달러로 다소 증가
※ 출처 : IMS(2010.2),“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 전 세계 위성방송 이용가구는 ’
10년 3억 3천만에서 ’
14년에는 4억 4천만 가구로 연평균 7.2%
증가 예상(IMS, 2010.2)
- 위성방송서비스 총 매출은 ’
03년 284억불에서 ’
08년 673억불을 차지함(SIA, 2009.6)

380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세계 IPTV 가입자 수는 ’
10년 3천 7백만명 규모에서 ’
15년 1억 4천만명 규모로 연평균 31%의
성장이 예상됨
- 이에 따라 IPTV 서비스 시장은 ’
10년 163억불에서 ’
15년 669억불로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IPTV 관련 장비시장은 ’
10년 30억불에서 ’
15년 88억불로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IPTV수상기 및 시장전망 ▼
구 분

2010

2011

2012

2012

2012

가입자수 (만명)

3,716

4,987

6,411

8,332

10,905

서비스시장 (M$)

16,331

22,116

29,303

38,046

50,436

장비시장 (M$)

2,995

3,642

4,383

5,714

7,087

※ 출처 : MRG(2009.11),“IPTV Global Forecast - 2009 to 2013”

(2) 이동형 디지털 방송
● 세계 모바일TV 단말기 시장은 ’
15년 가입자수 5.6억명, 단말기 시장 418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디지털TV/방송

전망
-’
09년 초 기준 일본 One-Seg 4천만대, 한국 DMB 2천만대, 이탈리아 DVB-H 160만대, 미국
MediaFLO 1백만대 정도 상용화되고 있음
-’
12년~ ’
15년 경 디지털 전환 완료로 모바일TV용 주파수 할당이 가능하며, 현재 모바일TV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시장 성장이 예상
※ One-Seg의 모바일TV 채널을 증대시킬 수 있는 ISDB-Tmm, ATSC로 모바일 방송을 제공하는 ATSCMH, DVB-H의 단점을 보완한 DVB-NGH, T-DMB의 전송효율을 증대한 AT-DMB 개발 가속화

▼ 세계 휴대이동 TV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명, 10억 US$)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이용자수

105.9

157.3

223.8

318.0

423

단말기매출액

8.3

12.9

18.5

27.7

31.5

주) ’
14~ ’
15년은 ABIresearch(2009.2)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ETRI 추정
※ 출처 : ABIresearch(2009.2),“The MobileTV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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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3) 실감 방송
■ 3DTV
● 세계 3DTV 시장은 3D-Ready TV 중심으로 형성되어 연평균 47% 성장하여 ’
18년에 169억 달러
규모의 매출 전망
※ 3D-Ready TV를 통해 3D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STB, Blue-Ray player, 3D 안경 등이
필요

▼ 세계 3D - Ready TV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778

2,129

3,977

6,223

9,136

※ 출처 : DisplaySearch (2010.1),“3D Display Technology and Market Forecast Report”

■ UHDTV
●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보다 현장감 있는 대화면 고화질 TV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UHD 방송이 본격화되면 ’
18년에 연매출 136억불 시장 형성 전망
▼ 세계 UHDTV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678

901

1,090

1,207

1,795

주) 4K 및 8K UHDTV를 포함
※ 출처 : In-Stat(2009.10),“The Market Opportunity for Ultra-High Definition Video”
기반으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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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1) 고정형 디지털 방송
■ 디지털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및 IPTV
●’
09년 말, 디지털 방송 보급률은 48%(가구기준) 수준이나, ’
12년까지 1,662만 가구로 확산되어
95% 보급률을 달성하며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 활성화 특별법(’
08.3.28) 및 시행령(’
08.7.17)을 제정하여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추진

▼ 국내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신가구 (만가구)

1,062

1,337

1,662

1,728

1,792

디지털방송
보급률(%)

62

77

95

97

99

주) 범 부처 차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추정
※ 출처 : ETRI(2008.12),“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디지털TV/방송

● 디지털 CATV 이용가구는 ’
09년 12월 기준 약 267만에 이름
-’
09년 12월 기준 CATV 가입가구 중 17.5%가 디지털 CATV 이용
-’
09년 12월 기준 디지털 CATV 가입가구 중 104만 5천가구(39%)가 HD급 방송을 시청
● 디지털 CATV 서비스 시장 규모는 ’
15년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CATV 국내 가입자 및 시장 전망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입자수 (만명)

319

350

373

393

411

서비스 시장 (억원)

5,168

5,265

5,122

4,888

4,614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에서 추정(’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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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DTV 내수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보급률 향상에 따라 성장률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STB 내수시장도 일체형 DTV 수상기 비중 확대 및 STB 가격하락으로 성장률은 증가 후 감소
전망
- DTV 수출은 수상기 가격하락에 기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STB 수요는 성장하나
단가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 전망
▼ DTV 수상기 및 STB 내수 및 수출 전망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내수 (억원)

20,358

20,347

20,983

20,564

19,536

18,559

수출 (억원)

56,839

56,271

55,708

55,151

54,599

54,053

내수 (억원)

2,879

2,905

2,500

2,450

2,401

2,353

수출 (억원)

5,172

5,120

5,069

5,018

4,968

4,919

DTV

STB

주) STB에는 지상파, 위성, 케이블 STB를 포함(IP STB는 제외)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추정(2009.5)

● 국내 위성중계기는 HDTV 채널의 증가에 따라 15개에서 17개로 증가하였으며, Ku대역 중계기
부족이 예측되어 Ka대역 중계기 사용이 불가피함
- 위성방송은 100여개의 SDTV채널과 30여개의 HD 채널, 41개 오디오 채널, 30여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중( ’
09. 7월 기준 56개 HD 채널)
-’
09.9월기준 241만 가입자 확보하고 있으며, ’
08년 3,870억원 매출로 유료방송시장의 약 13%를
점유
▼ 디지털 위성방송 국내 가입자 및 STB 시장 전망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입자수 (만명)

270

290

296

301

306

311

내수 STB 시장 (억원)

612

579

725

891

1,095

1,345

※ 출처 : Skylife 내부 예측 및 IMS ’
09.03 자료(환율은 1,300원/U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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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월말 기준 실시간 IPTV 가입자는 총 188만 7천 가구임
▼ 국내 IPTV 시장 현황 ▼

(단위 : 천가구)

사업자/서비스

실시간 IPTV 가입자

VoD+실시간 IPTV 가입자

KT/쿡 TV

1,046

1,240

LG Dacom/myLGtv

363

368

SK Broadband/Broad&TV

478

891

총 가입자 수

1,887

2,499

※ 2010년 2월 말 기준 가입자 현황

● ETRI 전망(보수적)에 의하면, 국내 IPTV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30.6% 성장하여 ’
15년에는
1조 7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장비시장은 ’
10년 1조 2백억원에서 ’
15년에 2천 9백
억원 규모 예상
▼ IPTV 국내 가입자 및 시장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낙관적

308

444

572

669

731

767

보수적

243

332

418

489

539

573

낙관적

5,208

7,845

10,599

12,943

14,608

15,639

보수적

4,251

6,004

7,829

9,460

10,728

11,608

10,289

6,218

4,842

3,927

3,366

2,968

디지털TV/방송

2010

가입자수1) (만명)

서비스 시장 (억원)
장비 시장2) (억원)

주1) Pre-IPTV 가입자는 고려하지 않고,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순수IPTV 가입자에 한정
주2) 3개 IPTV 사업자들이(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자계획 반영, ’
13~’
15년은
과거 추세에 따라 추정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추정(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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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2) 이동형 디지털 방송
■ DMB
●’
09년 3분기 기준 DMB 판매대수(이용자수)는 약 2,591만대이며 ’
15년까지 누적 DMB 판매대수는
3천만대를 넘어설 전망
-’
09년 3분기 기준 지상파 DMB는 약 2,387만대, 위성 DMB 가입자는 약 204만명으로 집계
(출처 :‘DMB 단말기 판매동향’
, RAPA (2009.12))

- 기타 수익으로 TPEG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BWS기반의 양방향 서비스가 SKT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
10년 상반기 출시 예정
- 위성 DMB 서비스 매출은 ’
07년 1,197억원에서 ’
08년 1,193억원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나
영업 손익은 631억원 적자에서 250억원 적자로 크게 줄고 있음
▼ 국내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
구 분
지상파
위성
합계

2010

2011

2012

2013

(단위 : 만명/억원)

2014

2015

이용자

2,542

2,771

2,874

2,918

2,936

2,943

단일매출

11,031

11,151

10,359

10,695

9,685

9,926

이용자

288

346

388

414

430

439

단일매출

1,656

1,828

1,910

1,926

1,781

1,761

이용자

2,830

3,117

3,262

3,332

3,366

3,382

단일매출

12,687

12,980

12,269

12,621

11,466

11,688

주) 휴대폰, 네비게이션, 노트북의 경우 DMB 모듈 장착에 의한 상승분만 포함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추정 (2008.3)

■ Mobile IPTV
● Mobile IPTV는 ’
12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료서비스로서 서비스 이용료에 따라
가입자 수의 증가추이가 결정될 것임
- 보수적으로 ’
17년 4백만명, 서비스 매출액은 5,532억원으로 전망
▼ Mobile IPTV 국내 가입자 및 시장 전망 ▼
구 분
가입자 수 (만명)
서비스 시장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94

190

315

427

497

531

낙관적
보수적

66

124

203

286

351

391

낙관적

704

2,119

3,766

5,538

6,893

7,668

보수적

494

1,415

2,433

3,643

4,747

5,532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전망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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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감방송
■ 3DTV
● 국내 3D 방송서비스 시장은 본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3D 방송으로 인한 추가
적인 서비스 매출액은 ’
20년에 1천 2백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
- 3D 방송은 ’
11년에 본방송이 시작되어 이후에 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가정

▼ 국내 3D 방송서비스 시장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D

11

43

92

155

244

364

515

702

931

1,205

※ 설문조사를 통해 실감 방송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서비스 이용료)을 산정하여 서비스 시장 규모를 전망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추정 (2010.2)

● 국내 3DTV 시장은 본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
20년에 연매출 1조 6천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

디지털TV/방송

▼ 국내 3DTV 시장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1,783

3,263

4,036

4,968

6,995

8,401

9,981

11,818

13,806

15,877

※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3DTV 이용의향률을 반영하여 이용가구를 추정하고, 내수 시장규모를 전망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추정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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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UHDTV
● 국내 UHD 방송서비스 시장은 본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UHD 방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서비스 매출액은 ’
20년에 4백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
- UHD 방송은 ’
15년에 본방송이 시작되어 이후에 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가정
▼ 국내 UHD 방송서비스 시장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UHD

13

27

58

128

233

364

※ 설문조사를 통해 실감 방송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서비스 이용료)을 산정하여 서비스 시장 규모를 전망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추정 (2010.2)

● 국내 UHDTV 시장은 본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
20년에 연매출 1조 2천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
▼ 국내 UHDTV 시장 전망(2014~2020) ▼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UHDTV

821

1,191

1,551

4,264

8,214

9,792

11,505

※ 설문조사 통해 소비자의 UHDTV 이용의향율을 반영하여 이용가구를 추정하고, 시장규모를 전망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추정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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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 분
지상파방송

방송
시스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맞춤형/
참여형 방송
방통융합
미디어
프레임워크
3DTV 방송
UHDTV 방송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
방송
프로
그램
생성 및
처리

방송 프로그램
보호

- 고정된 대역폭의 전송 시스템에서
- 멀티미디어 방송 중심 서비스에서
- RF기반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
- 다기능 통합 헤드엔드 장치에서
- 다수의 독립 기능의 단말 장치에서
- 댁내 고정 단일 수신 환경에서
- SD급 화질의 위성방송에서
- 단일 위성방송에서
- 유선 인프라 기반 서비스에서
- 사업자 중심의 폐쇄형 서비스 형태에서
- 방송형 서비스 중심에서
- 고정형 IPTV 서비스에서
- 일방향성 방송 서비스에서
- 선형(linear) 방송 서비스에서
- 이용자 수동형 시청형에서
- 방송사 중심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에서
- 방송프로그램 독자 소비에서
- 고정 시점 서비스 중심에서
- 소모성(일회성) 방송콘텐츠 소비에서
- 리모콘 기반의 인터랙티브 UI 기술에서
- 안경식 스테레오 3DTV에서
- 고정 시점형 TV에서
- HD급의 고선명 방송에서
- 5.1채널 2차원 다채널 오디오에서
- 4K급 획득장치 및 디스플레이에서
- 일방향성 방송 프로그램에서
- 선형(linear) 방송프로그램에서
- 이용자 수동형 시청형에서
- 고정형 시청환경에서
- 저작권자 중심의 폐쇄형 배타적 저작권
보호에서
- HDTV 콘텐츠 보호에서
- 매체독립적 방송프로그램 보호에서
- 키워드 기반 검색 중심에서

방송 프로그램
- 방송사 중심의 방송프로그램 검색에서
검색

- 메타데이터 기반 관련 콘텐츠 검색에서

개발 방향 (~로)
-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을 가지는 부가데이터
전송 시스템으로
- 멀티미디어 및 데이터 융합형 서비스로
- RF 및 IP 기반 방통 융합 서비스로
- 기능 모듈별로 분리된 헤드엔드 장비로
- 단일 다기능 통합 단말장치로
- 댁내외 다기기 이동 송수신 환경으로
- 다채널 HD 및 3D 등 실감형 방송으로
- 매체간 융합 방송통신으로
- 유무선 통합 인프라 기반 서비스로
-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개인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 양방향 인터랙티브(참여형) 서비스로
- 이동형 모바일 IPTV 서비스로
- 양방향성 방송 서비스로
- 비선형(non-linear) 방송 서비스로
- 이용자 능동형 시청형태로
- 이용자 중심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으로
- 방송프로그램 공유 소비로
- 사용자의 시점 선택이 가능한 서비스로
- 창조성(재활용) 방송콘텐츠 소비로
- 휴먼인터랙션 멀티모달을 통한 사용자 체험
(UX) 기술로
- 무안경식 다시점/초다시점 3DTV로
- 자유 시점 TV로
- HD급의 4~16배의 초고선명 방송으로
- 10채널 이상 3차원 다채널 오디오로
- 8K급 획득장치 및 디스플레이로
- 양방향성 방송 프로그램으로
- 비선형(non-linear) 방송프로그램으로
- 이용자 능동형 시청형태로
- 이동형 시청환경으로

디지털TV/방송

방송
미디어

현재 기술 (~에서)

-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상호운용적 저작권 보호로
- 3DTV/UHDTV 실감 및 방통융합 콘텐츠 보호로
- 매체통합적 방송프로그램 보호으로
- 방송프로그램 특성 기반 검색 중심으로
- 이용자 중심의 방송프로그램 검색으로
- 메타데이터 기반 관련 유사 콘텐츠 추천 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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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방송시스템 분야
● 지상파방송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지상파 DTV 동일채널중계망 구축을 위해 분산중계기술을 활용한 방송망 구축 시범서비스 추진 중
· ATSC Mobile DTV 관련 기술 개발 완료
· 지상파/위성 DMB 상용서비스 제공 중이며, 전송효율 향상을 위한 방통융합형 차세대 모바일방송
등을 개발 중
· AT-DMB 송수신 시스템 기술 개발 및 AT-DMB 실험방송 준비 중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ATSC Mobile DTV 기술은 ’
09년 하반기에 개발완료되어 상용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비실시간
방송 및 ATSC 2.0 등의 기술 개발에 주력
· DVB는 기존 DVB-T 규격에 전송용량 및 이동수신을 강화하는 DVB-T2 규격 제정
· One-seg(일본), DVB-H(유럽), MediaFLO(미국) 등의 상용서비스가 실시 중이며, ISDBTmm(일본), DVB-NGH(유럽) 등 차세대 모바일 방송 기술개발 진행 중

● 케이블방송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국내업체를 중심으로 ’
00년부터 DOCSIS 1.0 케이블모뎀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DOCSIS 3.0 케이블
모뎀까지 개발완료
· 하향 1Gbps 디지털 케이블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IP 기반 초고속 양방향 멀티미디어
전송기술 개발 중
· Exchangeable 제한 수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헤드엔드 제한 수신 핵심 기술 및 단말 기반 기술
확보·표준화 진행 중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CableLabs를 중심으로 OpenCable, DOCSIS 3.0, PacketCable 2.0, Tru2way 등의 표준화 완료 및
상용 서비스 개시
·’
08년 하반기부터 CableLabs를 중심으로 post DOCSIS 3.0 규격 논의 시작
· HFC망을 이용한 댁내 방송 및 콘텐츠 공유, 3DTV, 케이블 IP 기반 방송기술,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이동성 지원 기술 등 개발 및 적용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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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방송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DVB-S2 기반 전송기술을 확보하였고, 21GHz 위성방송기술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고화질 3DTV
위성방송 기술개발 중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3DTV, D-Cinema, UHDTV 등 초광대역 위성방송 전송기술 개발 중이며,
’
10년도에 3DTV 시험 및 상용방송 추진 중

● IPTV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유무선 환경에서의 고품질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 확보 및 이동성 관리, 액세스·서비스 제어,
품질 관리 등의 실용기술 개발 중
· 기존 IPTV 서비스 확장 및 차세대 서비스를 위해 개방형·융합형 플랫폼, 차별화된 콘텐츠를 중심
으로 기술개발 추진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주로 Walled-garden 형태의 이더넷 망이나 ATM 기반의 IP망을 구축하여 다채널 방송 및 VoD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중
· 유럽은 3GPP MBMS 또는 Mobile WiMAX 등을 접목한 양방향 모바일 IPTV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임

디지털TV/방송

■ 방송미디어 분야
● 맞춤형/참여형 방송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이용자 선호도 및 시청환경에 적합한 콘텐츠/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 시청형 DMB 개발 완료
· 양방향 데이터방송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
07년도에 T-Commerce 서비스 허가를 득하였고, 케이블
방송의 경우 ’
05년도 이후에 OCAP 기반 데이터방송 상용서비스 중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유럽에서는 메타데이터 및 UCC를 기반으로 한 개인맞춤형 방송 서비스가 양방향 방송매체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진행 중
· 미국에서는 케이블 TV MSO 사업자들이 시청자별 차별화된 양방향 맞춤형 광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
08년부터‘카누 프로젝트’
(Project Canoe) 추진·유럽의 DVB-H, 미국의 MediaFLO 방식에
리치미디어(LASeR, BIFS)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방송 서비스 기술개발·표준화 및 상용화 진행 중
· 일본에서는 ARIB 및 cIDf 표준 기구를 중심으로 방송사, 가전사, 통신사 등이 양방향 데이터방송 및
방송 콘텐츠 메타데이터에 기반한 TV-Anytime 형태의 서비스 및 기술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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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방통융합 미디어 프레임워크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국내 IPTV 사업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 가운데 시청자가 원하는 화면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비표준 멀티앵글 시범서비스 제공 중
· 사용자와 능동적으로 교감하는 기술과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컴퓨터’기술을 연구 중
· 공간인식, 영상인식, 시선추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어를 위한 기술개발 진행 중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유럽에서는 MPEG-21 기반 이종망간 콘텐츠 생성/전달/소비의 end-to-end QoS를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을 개발
· 미국에서는 Natal 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3D 공간센서를 이용한 3D 인터랙션 게임 및 가상세계
탐험을 위한 인터랙티브 원격 Telepresence 기술을 연구 중

● 3DTV 방송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국내 가전업체에서는 3D LED TV, 3D-Ready PDP TV 및 무안경 방식의 3D LCD 모니터, 3DReady LCD TV 등을 출시
· 3D 위성DMB 방송서비스 추진 중이며, 케이블 MSO가 3D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 중
· 3D DMB, 지상파 양안식 3DTV 등 실감방송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 중
·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3D 휴먼팩터, 3D 화질평가 및 3D 디스플레이 연구 진행 중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일본은 Full HD 해상도 3D 방송장비 시제품, 모바일방송용 3D 휴대단말 등을 개발·보급하였고,
’
07년 12월부터 3D 위성방송 상용서비스 중
· 영국은 2010년 1월 3D 영국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시험방송 실시하였고, 4월부터 3D 중계 시작 예정
· 영국 BBC는 2008년 6월 위성기반의 양안식 3D 시범서비스 실시
· 미국 스포츠채널 ESPN과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2010년 상용 3DTV 채널 개설 및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경기를 3D Full HD로 중계예정
·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는 2010년 4월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를 3D로 매일 2시간동안
시범적으로 실시예정
· 유럽은‘MOBILE3DTV’
,‘3DPHONE’
,‘3D4YOU’등 모바일 및 고정단말에서의 3DTV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 및 MPEG 등을 통한 표준화 적극 추진 중
· 미국 SMPTE는 개방형 3DTV TF(Task Force)를 통하여 3DTV 콘텐츠에 대한 마스터링 표준 정의를
목표로 하고 3DTV 콘텐츠 포맷 표준 선별작업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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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DTV 방송
-국내 기술개발 현황
·’
08년부터 UHDTV 위한 AV 압축부호화 및 전송기술 개발 중
·’
09년부터 4K/8K 비디오/오디오 저장 및 출력 기술 개발 중
· 국내 가전업체에서 4K급 디스플레이 시제품 개발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일본은 Super Hi-Vision으로 일컫는 UHDTV 기술개발을 ’
95년부터 시작하여, ’
15년 실험방송,
’
20년 본방송 개시를 목표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영국과 공동으로 ’
12년 런던 올림픽에서 8K
UHDTV 시범서비스 추진 예정
· 일본은 4K 수준의 LCD 패널, 스캐닝 장비, 8K 카메라 및 인코더 등의 시제품 출시하였고, 일본 및
독일을 중심으로 비압축 4K 비디오 신호 실시간 입출력 장치 상용제품 출시

■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방송프로그램 아카이빙 기술개발은 완료되었고, 아카이브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콘텐츠 제작기법은 개발 중
디지털TV/방송

· 방송콘텐츠의 3D, 고화질 추세에 따라 HD 방송 프로그램과 3D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시스템 출시 또는 개발 중
·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이외에 대부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 장비는 해외수입 의존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아카이브 및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윈도우 확대용 제작 기법 진행
· HD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솔루션은 개발 완료되었고, 영상, 바람, 냄새 등 오감객체
정보를 포함하는 4D 방송 프로그램 기술 개발 중
· A/V,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레퍼(wrapper)포맷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장비 개발 진행 중

● 방송프로그램 보호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보호신호(PPI)의 송수신정합
실험방송과 TTA 국내표준화 완료
· 콘텐츠 식별체계에 기반한 디지털 워터마킹 및 콘텐츠 필터링 등 방송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기술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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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일본은 B-CAS 기술기반으로 Dubbing-10 규격의 방송프로그램 보호규격을 ’
08.7월부터 시행
중이며, 유럽의 DVB-CPCM 기술 표준화는 ’
09년 완료

● 방송프로그램 검색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포털의 중복 검색결과 필터링 기술, 분류체계를 활용한 검색 성능향상,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술, UCI 등 콘텐츠 ID 기반 검색기술 개발 중
· 지상파 DTV/방송의 EPG 서비스 제공을 위해 ATSC의 PSIP 규격을 기준으로 지상파 DTV/방송
송수신정합 표준 개정 완료
· 디지털 위성방송의 EPG 서비스를 위해 DVB SI를 기준으로 디지털 위성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개정 완료
· 지상파DMB 방송의 Advanced EPG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전자
콘텐츠안내(ECG) XML 표준 개정 완료
· IPTV 방송에서는 지상파 재전송을 통한 기본 PSIP 정보의 이용과 인터넷을 통한 EPG 추가확장이
가능한 IPTV 미들웨어 규격 개정 완료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사용자태그기반 검색기술, 내용기반 검색기술, RIA기반 질의UI 향상기술 등의 개발 및 표준화 진행 중
· 메타데이터 관련 기술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ATSC, SMPTE 등 표준화 단체와
대학, 산업계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럽은 ACTS 및 IST 프로그램 등 유럽 공동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EBU, BBC, 대학 및 산업계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메타데이터 기술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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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화/특허/정책 추진동향
■ UHDTV
구 분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IPTV

국내 동향

대응전략

ATSC는 Mobile DTV 표준화 완료
(’
09.12) 및 Mobile DTV 서비스 대역
폭을 확장하기 위한 규격 표준화 진행 중
비실시간 방송, 양방향 방송 및 3D
방송서비스를 포함하는ATSC 2.0
표준화 추진 중
DVB-T2의 표준화 완료 및 DVBNGH 표준화 진행 중이며, WorldDMB는
지상파 DMB의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표준화 진행 중
ITU-R에서 AT-DMB 국제 표준화
진행 중이며, WorldDMB는 T-DMB의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표준화 진행 중

AT-DMB관련 고전송율 전송
시스템 표준 제정(’
09.6) 및
고품질 계층적 비디오 서비스
표준화 제정 완료(’
09.12)

차세대 방송 시스템
관련 신규 표준 분야에
대한 중점 적인 표준화
활동 참여

미국 CableLabs에서 케이블망 기반
방송 및 통신 기술 표준화 진행
ITU-T SG9에서 IP 기반 케이블 방송
/통신/보안 기술 표준화 진행
DVB-C2의 표준화 진행 중
CableLabs는 DOCSIS3.0, Packet
Cable 2.0 및 OpenCable-HN 2.5
등의 표준을 완료하였으며, SCTE에서
RFoG에 대한 표준 논의 중

TTA PG803에서 케이블방송
기술 표준화 진행
TTA PG803에서 DCAS 표준
초안, 케이블 Hybrid 플랫폼
규격, 케이블 보급형 단말 규격
표준화 진행 중
KDCF를 중심으로 케이블망
에서 3DTV전송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논의 중

CableLabs 규격개발
Focus Team 능동적
참여 및 ITU-T SG9에
적극적인 표준기고서
제출

유럽은 DVB-S2 위성방송 전송기술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ITU-R 및
DVB는 3D방송표준 및 21GHz위성
방송을 위한 위성전력기준 제정 중
일본은 차세대 SHV방송을 위한
ISDB-S2 표준을 개발 중

TTA PG805에서는 광대역
방송을 위한 DVB-S2/ H.264
기반 송수신 정합표준을 제정함
3D위성방송을 위한 송수신
정합표준을 개발 중

국제표준단체의표준과
연계한 국내표준개발
및 21 GHz대역 위성망
표준과 UHD 방송
국제표준에 참여

(ITU-T) IPTV표준화진행 중
(MPEG) IP망에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을 위한 MMT 표준 개발 중
(DVB-IPI TM) 양방향 모바일 IPTV
표준 개발 중
(3GPP, IEEE) 이동망에서의 모바일
IPTV를 위한 MBMS, MBS 표준 개발 중
(Open IPTV 포럼) 가전 중심의
IPTV 표준 규격 Rel2.0 개발 중

’
06년 4월부터 TTA에 IPTV
PG (PG219)를 구성하여
IPTV 1.0 표준화 추진 중
TTA PG219/모바일 IPTV
실무반에서 Non-NGN 기반
모바일 IPTV 요구사항 기술
보고서를 완료
IPTV2.0 기술 표준화 협의
회가 구성되어 표준화 진행 중

차세대 개방형 IPTV
표준 선점을 위하여
개방형 플랫폼 및 미들
웨어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시장성이 매우 높은
모바일 IPTV 분야의
특허발굴 및 표준화
추진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디지털TV/방송

케이블
방송 방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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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맞춤형/
참여형
방송

방통
융합
미디어
프레임
워크
방송
미디어

3DTV
방송

UHDTV
방송

396

세계 동향
TV-Anytime 포럼에서 방송
콘텐츠의 소비를 위한 메타
데이터 표준 제정
양방향 데이터방송은 북미
지상파는 ACAP 표준 제정,
케이블은 true2way (OCAP)
제정, 유럽에서는 MHP 표준을
제정
리치미디어는 MPEG에서
BIFS 및 LASeR 표준이 제정,
LASeR 표준은 3GPP DIMS,
OMA RME, ATSC-M/H에
반영
MPEG 3DAV에서는 파노라
믹관련 표준화 진행 중이며,
다시점 표준인 MVC (Multiview
coding) 표준 완료
MPEG-U/V에서는 UI/UX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Google, YouTube 등은 서비스
콘텐츠 활용을 위한 Open
API 규격 공개함
미국 ATSC는 3 D 방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ATSC
2.0표준화를2012년까지진행중
DVB, ITU-R, SMPTE는
3DTV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검토를 진행중
SMPTE, MPEG에서 3D
디스플레이, 3D 코덱/응용포맷
표준화 진행중
Blu-ray Disk 협회에서는
3D 규격을 1080p 순차 프레
임 출력으로 확정('09)
MPEG에서 MVC, FTV
(3DV), SAOC, HVC 등의
표준화 진행 중
SMPTE에서 4K/8K 비디오/
오디오 규격, ITU-R에서 대화
면영상 포맷 표준화 완료
MPEG/VCEG 공동으로
UHD 비디오를 위한 HVC
(High-performance Video
Coding) 표준화 시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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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에서 DMB 기반 개인맞춤형 방송
표준 제정
T-Commerce 서비스를 위해 지상파
DTV 데이터방송 보안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제정
차세대방송표준포럼에서 개방형 하이
브리드 TV 표준화 진행 중
TTA PG 802에서 개인맞춤형 방송
기술의 표준화 진행 중

이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리치미디어
차세대 유저 인터랙션
국제 표준화 추진
양방향성이 용이하게
제공 되는 개방형
하이브리드 TV 상용
화를 위한 TTA 표준
화 추진
양방향 방송 광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및 인터페이스 국내외
표준 추진

네이버, 다음 등 사용자의 포털 콘텐츠
검색 결과를 활용한 서비스 창출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자사의 Open
API 규격을 공개함

리치미디어, UI/UX,
파노라마 관련 표준
선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 하에 국내외
표준화 추진

TTA 3DTV PG에서 고화질 3DTV 방송
서비스 송수신 정합규격 표준화 시작(’
09)
차세대 방송포럼에서 스테레오스코픽
응용포맷 MPEG 표준 제안 및 채택(’
09)
TTA에서 DMB 비디오 연동형 스테
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송수신정합
규격 및 위성 DMB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규격 표준화 완료(’
08)
TTA에서 3D DCATV 방송서비스 송
수신정합규격 및 3D DTV 방송서비스
송수신정합규격 표준화를 위한
3DTV 프로젝트 그룹(PG) 신설(’
09)
TTA에서 3D TV 방송서비스 송수신
정합규격, 3DTV 콘텐츠 품질 평가 및
시청안정성 가이드라인 표준화를 위한
3DTV 프로젝트 그룹(PG) 신설(’
09)

국제표준 단체의
표준과 연계한 국내
표준개발 및 21 GHz
대역 위성망 표준과
U H D 방송 국제
표준에 참여

차세대방송표준포럼 및 TTA를 통해
IPTV/DCATV /위성 기반 4K/8K
UHDTV 방송 표준화를 추진 중

방송장비는 개발에서
상용화까지오랜기간이
소요되고 규격의 국내
외 표준화가 필요하
여, 산학연과 함께
방송사가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표준화
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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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
그램
제작
및
편집

방송
프로
방송 그램
미디어 보호

국내 동향

대응전략

IPTV GSI에서 IPTV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데이터표준을 진행중
일본은 MPF(Metadata Production
Framework) 라는 메타데이터 저작을 위한
메타데이터 생성 모듈간 인터페이스 규격을
표준화하였고, 새로운 메타데이터 생성
모듈의 추가가 용이함
영국, 일본 등은 자사 콘텐츠 검색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규격 제정, 전사적
데이터관리/응용에 활용중이고, 국제 표준화
추진 중

TTA에서는 맞춤형
방송 표준을 ’
05년
제정하였으며, 이를
개정 작업 중임 개정
안을통해광고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방송 제작단계에서의
생성 메타데이터 정보를
콘텐츠와 함께 저장/
관리하기 위한 제작
정보시스템, 아카이브를
추진하고 관련 규격
표준화를 진행 중

관련 국내외 표준과
사실 표준화 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표준화
작업 필요

TTA에서는 ’
08년부터
시작된 지상파DTV
프로그램보호신호
(PPI) 송수신정합 국내
표준화를 ’
10년 초에
완료
TTA에 서 지 상 파
DTV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보호신호/식별 체
계의 표준화가 진행 중

’
12년 디지털전환을
고려하여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보
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제화
추진 필요

TTA에서는 맞춤형
방송 표준을 ’
05년
제정하였으며 해당
검색 기술을 이를 통해
국내 표준화 하였으며
’
10년 개정중임
TTA PG 802에서 개인
맞춤형 방송기술의
표준화 진행 중

IPTV GSI에서의 메타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기존 TV-Any time에
서의 국내 IPR을 적극
반영

유럽의 DVB-CPCM 기술 표준화는 ’
09년
완료
일본은 B-CAS 기반의 Dubbing 10이
적용된 방송프로그램 보호규격을 ’
08.7월부터
시행 중

IPTV GSI, TV-ANYTIME FORUM 표준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검색 표준이 진
행중이거나 완료됨
MPEG에서는 MPEG 질의 포맷을 표준화
하였음
MPEG은 리치미디어 표준인 MPEG-4
LASeR 버전 2의 표준화 완료하였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차세대 사용자
인터랙션 (Advanced User Interaction)
기술의 표준화 진행 중
MPEG은 위젯 서비스 제공을 위한 UI 프레임
워크(MPEG-U) 기술 및 인간의 오감 활용을
위하여 미디어의 내용과 제어를 위한
MPEG-V 기술 표준 진행 중
3GPP는 리치미디어 표준인 DIMS를 공표
하였으며, OMA는 리치미디어를 위한 RME
표준화 진행 중

디지털TV/방송

방송
프로
그램
검색

세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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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UHDTV
구 분

세계 동향

국내 동향

대응전략

지상파
방송

ATSC 2.0, DVB-T2 등의 표준과 관련
하여 새로운 방송방식, 서비스 등에
대한 다수의 특허 출원 예상
지상파 DTV의 전송효율 향상 기술
개발과 함께 다수의 관련 특허 출원
예상

AT-DMB 전송방식, 시스템,
대화형/맞춤형 서비스 관련
핵심특허 다수 출원
전송기술 관련 특허 대비
다중화 기술 관련 특허 출원
비율이 높음

고효울 전송기술 등
모바일 방송분야의
핵심요소기술 관련
IRP 발굴 및 특허확보
추진

케이블
방송

개별적인 PHY 또는 MAC 보다는
PHY 기술 및 MAC 기술이 서로 연동
하는 전송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 출원
증가
DVB-C2 표준과 관련된 특허 출원
예상

케이블 STB가 댁내에서
다양한 기능 및 타 가입자
기기와 연동과 관련된 특허
출원 증가

케이블 망에서 보다
효율적인 전송을 위한
원천 특허 확보와 함께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시스템, 장치 및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
확보 필요

위성
방송

미국, 유럽 등은 광대역 방송을 위한
위성전송 핵심표준 특허 증가
Ka대역 위성방송 활용을 위한 전송
기술 관련 특허 출원 증가

광대역 방송에 필요한 요소
기술 위주로 특허출원 시작
Ka대역의 강우환경에 대처
하는 기술위주로 특허 출원

해외의특허동향분석을
통한 회피기술 개발
필요

IPTV

개방형/참여형 IPTV 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송 방식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다수의 특허 출원이 예상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위한 무선성능
및 전송효율 향상 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관련 특허 출원예상

기존 1세대 IPTV 기술의 개량
/개선 관련 특허 출원
유무선 환경의 개방형 IPTV
(IPTV 2.0) 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 출원 중

Web기반 IPTV 기술과
관련된특허확보 추진
모바일 IPTV 분야의
핵심요소기술 관련
IPR 발굴 및 특허
확보 추진

맞춤형/
참여형
방송

이용자 선호도 및 취향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방송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
리치미디어 데이터 연동/다중화/장면
처리/저작/부복호화 등의 세부 기술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
양방향 맞춤형 광고 서비스 모델
특허가 급증

DMB 기반 맞춤형방송 관련
기술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
리치미디어 데이터 연동/다중화
/장면처리/등의 기술을 중심
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
양방향 맞춤형 광고 관련
특허가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다양한 유저 인터랙
션(AUI)을 제공하기
위한 리치미디어
데이터 연동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 강화
양방향 맞춤형 광고
표준화와 연계된 원천
기술 특허 출원 필요

방송 방통융합
미디어 미디어
프레임
워크

리치미디어 데이터 연동/다중화/장면
처리/저작/부복호화 등의 세부 기술에
대한 특허가 출원됨

멀티뷰/파노라마 비디오
부호화, 다객체 오디오 부호화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

U X 및 파노라마
표준화와 연계된 원천
기술 특허 출원 필요

3DTV
방송

3D 송수신/서비스 기술, 3D 비디오
응용 파일포맷, 다시점 비디오/깊이
정보 부호화 기술, 3D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

3D 디스플레이 및 인터페이스,
송수신 규격에 관한 특허
출원 증가

제한된 대역폭안에서
고화질 3DTV 방송
서비스하기위한송수신
방법, 사용자 인터
페이스,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확보 필요

방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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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송
프로
그램
생성
및
처리

국내 동향

대응전략

UHDT
V
방송

코닥, 퀄컴, 소니, NHK, Victor 등이
영상획득, 전송,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
에서 특허를 다수 출원

4K/8K 비디오 및 오디오
부호화 및 전송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다수 출원

서비스 및 기술 선도를
위한 원천특허를
중장기적으로 확보
하여 경쟁력 지속 필요

방송
프로
그램
제작
및
편집

대화형 방송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선호도 기반 채널 구성 및 메타데이터
저작 기술에 대한 특허가 다수 출원
양방향 맞춤형 광고 서비스 모델
특허가 급증
사용자 체험(UX) 기술 특허가 급증

국내 방송사 및 연구소를 중심
으로 양방향 맞춤형 광고 관련
특허가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UX 연계 원천 기술 특허 출원

시청 상황 인지기반
적응형 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집을 위한 원천
특허 확보 필요

방송
프로
그램
보호

일본, 미국 및 유럽에서 방송프로그램
녹화, 저장 및 복사제어, 패키징 관리
기술 및 인증 관리 및 갱신 처리 기에
대한 특허가 다수 출원

방송프로그램 녹화/저장/복사
제어기술은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수가
많으며, 방송프로그램 재전송/
재배포 방지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음

3DTV/UHDTV 실감형
콘텐츠와 모바일TV의
스케일러블 콘텐츠의
암복호화 및 워터마킹
기술 관련 특허 확보
필요

방송
프로
그램
검색

맞춤형 콘텐츠/광고의 추천 기술, 검색
UI 향상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관리/
검색활용에 대한 특허가 다수 출원

메타데이터 생성/관리/검색
활용에 대한 특허가 다수 출원

해외의 특허동향
분석을 통한 회피기술
개발 필요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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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UHDTV
국 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00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정책 동향

세계 기술시장 선점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및 상용화기술개발 중점지원

정부주도의 선택과 집중형
R&D투자
고품질 융합형 방송장비, 단말,
콘텐츠 등에 투자집중

민간 기업의 자율 경쟁을 통
한 독점적 기술 우위 유지

거대 내수시장을 토대로 기존
강점 분야 중점 육성
규제완화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한 경쟁 환경 조성

디지털 방송전환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경쟁촉진 전략

EU 공동 협력체제 구축 및
방송통신 분야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전방위적 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 및
ICT 국제 경쟁력 강화

디지털 방송 기술의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진출 강화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육성

내수중심의
서비스 시장 확대

전자정보산업부흥 계획 수립
및 디지털TV 집중육성 계획
추진
국가주도의 기술 및 시장 독립
추구를 위해 표준화 강화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시사점
고품질 융합형 방송기술
독점우위 수요창출

전략적 R&D
지원확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역할 강조

시장 경쟁력 강화
활성화

유럽 방송시장 구도
재편에 따른 정책지원

신수요 발굴과
신시장 창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수요
대응 모델 시스템 구축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추진

강력한 내수시장 확충을 위한
H/W 및 콘텐츠 향상필요

방송 산업
구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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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 중장기 기술발전 전망 ▼

디지털TV/방송

■ 방송시스템
● 지상파 DTV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전송용량
증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차세대 지상파 DTV 서비스 기술로 발전
● 디지털 케이블방송 기술은 주파수 채널의 전송용량 확대, IP 기반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형태로
발전하며, TPS 또는 QPS와 같은 통합형 서비스들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HDTV의 다채널화 및 3DTV, UHDTV 등 실감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광대역 위성방송
전송기술로 발전하고 신규방송자원인 Ka대역 위성방송 서비스 기술로 발전
● 고정형 IPTV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을 이용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생성·소비하는 이동형,
개방형, 유·무선 통합형 IPTV로 발전하고, 사용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Social 네트워킹
서비스로 발전
● 디지털라디오는 깨끗한 음질의 오디오와 교통·날씨정보 등 다양한 부가 데이터를 지역적인 제약
없이 수신할 수 있도록 통합형 단말기로 발전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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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방송미디어
● 방통융합 환경에서 지능화된 개인 맞춤형/참여형 방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송단말 및 이종
단말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적응형 방송단말 기술로 발전
● 실감형 디지털방송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가로, 3D 휴대이동방송에서 양안식 고화질 3DTV 기술을
거쳐 HD급 다시점 3DTV 기술로 발전
● Full HDTV보다 4~16배 선명한 화질과 10.1채널 이상의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하는 4K/8K급
초고품질(UHDTV) 방송기술로 발전
● 다양한 전송매체를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객체 간 동기화가 이루어진 방송콘텐츠를 시청자가 직접
제작·소비할수 있도록 하는 방통융합형 리치미디어 방송서비스 기술로 발전
● 3D, 파노라마, 인터랙티브 데이터 방송 등의 고품질·고기능 방송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체험 (UI/UX) 서비스 기술로 발전

■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
● 방송프로그램 검색 기술은 추출된 특성 기반으로 유사 콘텐츠 추천 검색 기능 제공이 주를 이룰
것이며,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이용자 친화적인 질의 검색 인터페이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
●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송콘텐츠 유통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체계 및 운용
플랫폼 표준화와 함께 불법 콘텐츠의 인터넷 유포 필터링 기술 등이 개발될 전망
● 아카이브 및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통한 개방적이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 윈도우 확대가 가능한 제작
기법 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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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경쟁력분석 및 핵심발전 동인

01

국내 R&D의 평가 및 경쟁력 분석

■’
12년까지 디지털방송 완전 전환 및 방송·통신 융합화에 따라 디지털방송 R&D 추진
● 고품질 디지털방송,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원천·응용기술개발 및 표준화 중점 지원
- 지난 5년간(’
05~’
09) 총 2,116억원 투자, 지상파 DMB 기술 세계표준화(ITU-R) 채택(’
07), 지상파
DTV 분산 중계기술 세계최초 개발 및 IPR 확보(’
08), AT-DMB 송수신 시스템 개발 및 국내 표준화
(’
09) 등 성과도출
※’
09년까지 특허출원 및 등록 2,195건, 논문 983건, 표준화 452건

● 반면, 세계적 수준의 방송기술을 확보하였으나, 지상파 DMB, 양방향 데이터방송, IPTV 등과 같은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방송장비 국산화 미흡

■ 신규 융합서비스·방송장비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
● 지상파 DMB 등 신규 융합서비스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보편적 서비스로의 정착에 성공
하였으나 취약한 수익 모델, 채널 수 부족, 수신기 오작동 문제 등으로 지속적 산업 성장에 어려움
디지털TV/방송

※ 현재 지상파DMB 단말기는 2천5백만대 이상 보급되었으나, ’
09년 기준 전체 광고매출액은 124억원으로 수익
미흡

● IPTV 상용서비스 제공 중이나, 특화된 콘텐츠 부족, 디지털 케이블방송 등 타 매체와의 경쟁심화,
수익구조 다변화 미흡 등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해결 현안이 산적
※’
10.3월 기준, 3개 IPTV 방송사업자의 가입자 규모는 약 200만명에 이름

● 방송서비스 기술 중심의 R&D 지원에 따라 일회성 단품 위주의 한정된 방송장비 개발 및 서비스·
장비산업간 연계부족으로 방송장비 고도화 저조
※ 방송장비 국산화율이 10% 수준이고, 무역수지는 ’
08년 기준 6.1억불 적자

▶ 수익모델 발굴과 병행한 시장 지향적 R&D 추진 필요
▶ 방송서비스와 연계된 매체별 방송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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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기술수준 평가
디지털방송 기술수준 평가
◇ 디지털방송 기술은 미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의 상대수준은 86.7%로 일본, 유럽의
기술수준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
◇ 격차기간이 세계 최고수준국인 미국과 1.7년으로 향후 격차기간 단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역량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86.7

100.0

92.9

94.3

68.5

격차기간(년)

1.7

0.0

1.0

0.8

3.7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지상파방송 기술
- 미국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89.5%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89.5

100.0

96.0

98.9

69.3

격차기간(년)

2.5

0

1.6

1.7

4.7

※ 출처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이동방송 기술
- 한국이 세계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100.0

98.6

96.9

99.6

76.4

격차기간(년)

0

0.8

1.1

0.9

3.1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위성시스템 기술
- 미국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73.8%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73.8

100.0

88.0

92.3

69.5

격차기간(년)

3.8

0

1.8

1.3

3.8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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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기술
- 미국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87.1%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87.1

100.0

86.8

89.8

69.5

격차기간(년)

1.5

0

1.4

1.2

3.5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3D 방송기술
- 일본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75.5%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75.5

91.0

100.0

87.5

62.5

격차기간(년)

3.3

1.2

0

1.8

4.8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UHD 방송기술
- 일본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72.0%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72.0

88.4

100.0

79.4

60.6

격차기간(년)

3.1

1.7

0

2.7

4.8
디지털TV/방송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맞춤형방송 기술
- 유럽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93.4%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93.4

99.4

96.1

100.0

68.5

격차기간(년)

1.5

0.7

1.4

0

4.4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리치미디어 방송서비스 기술
- 미국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78.7%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78.7

100.0

85.4

89.2

63.6

격차기간(년)

2.2

0

1.5

1.4

3.9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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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 미국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86.3%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86.3

100.0

84.0

89.7

70.1

격차기간(년)

2.6

0

2.9

1.6

4.5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기술
- 미국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78.6%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78.6

100.0

86.6

90.7

63.6

격차기간(년)

3.2

0

1.8

1.7

5.0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
- 미국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74.4%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74.4

100.0

78.4

90.5

50.5

격차기간(년)

3.2

0

3.0

1.7

5.7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 방송프로그램 검색기술
- 미국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85.4%임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수준(%)

85.4

100.0

92.4

89.4

75.8

격차기간(년)

2.0

0

1.0

1.4

3.0

※ 출처 : 2009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KEIT, ’
1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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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WOT 분석 및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SWOT 분석
약 점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통신망,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인프라를 구축
HDTV, DMB, 위성방송 등 디지털 방송 시스템
전반에 걸친 핵심 기반 기술과 수신기 관련 핵심
부품 및 소자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산업역량 보유
LCD, PDP, LED, OLED, AMOLED 등 방송용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우수
이동방송 표준 개발, 관련 방송 장비 및 시스템
구현을 통한 서비스 상용화 및 디지털 방송 기술
해외 수출 경험 보유
미디어 신기술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수용성 및 네이버 지식 검색, 싸이월드와 같은
사용자 참여형 서비스 성공 경험 보유

전략적 지원 사업을 제외한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보유 미비로 인한 기술기반 취약성 및 부품 수입
의존 문제
방송제작 및 편집, 서비스 장비의 선진국에 대한
높은 기술의존도와 개발 및 활용의지 부족
방통융합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원천기술 취약 및
핵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
방송/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
부족 및 해외 시장 진출 의지 및 경험 부족으로
서비스 국제화에 한계
새로운 형태의 수신기 시험인증 체제 및 마인드
미흡

기 회

위 협

IPTV 등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본격실시로
응용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대
데이터 방송 및 맞춤형방송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신규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확보 가능
UCC, e-learning, e-commerce 등 신서비스에
대한 빠른 수용 성향 및 양방향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needs 증가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의 제조업 분야 철수 및 일본
가전 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지속적인 디지털 방송
수신기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기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한정된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을 통한 Zero-Sum 게임 발생 가능성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유수의 통신·방송 업체들
간에 합병 및 제휴로 국내 업체 경쟁력 약화 우려
국내 기업의 단기성과 위주의 투자성향에 따른
중장기 개발 로드맵 부재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후발국들과의 기술격차
감소로 산업기반 약화 우려
전반적인 IT 관련 정책 약화 및 투자 축소로 지속
적인 성장 동력 약화 우려
로열티 부담 증가로 제조업 수익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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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세계적인 방송의 디지털전환 진전과 함께 방송 매체간 경쟁 심화는 3D를 비롯한 실감 방송 도입
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IPTV의 도입으로 채널수 증대, 양방향 데이터, VoD
등을 가능하게 하여 매체간 차별성을 약화시킴
※ 국내 매체별 가입자수는 위성 241만(’
09.9월), 디지털CATV는 267만(’
09.12월), IPTV 189만
(’
10.2월)로 집계됨
- 국가 간에는 Post-HD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국내 매체간에는 한정된 시장에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3D, UHD 등의 실감방송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방송사 뿐만 아니라 TV 제조사들을 비롯한 방송 기기 제조업체들도 Post-HD 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국내 제조업체들의 DTV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3DTV를 계기로 세계시장 1위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
※’
09년 세계 DTV 시장규모는 964억달러이며, 국내 업체의 세계 디지털TV 시장점유율은 35.7%로
일본 37.5%에 이어 2위를 차지 (출처 : 디스플레이서치, ’
10.2)
※ 삼성전자의 세계 디지털TV 시장점유율은 23.3%로 1위 차지 (출처 : 디스플레이서치, ’
10.2)
● 국내 제조업체들은 3DTV, 블루레이 등 소비자 가전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일본 업체들은
3D 방송국용 장비부터 Full Line-up을 구축하여 생산 추진
- 소니는 3D 카메라, 저작 및 편집 장비 뿐만 아니라 영화사까지 보유하고 있어 3D 장비부터 콘텐츠,
3DTV에 이르는 Full Line-up을 구축하고, ’
10년 월드컵에서 소니 3D 카메라로 촬영 계획
- 파나소닉도 방송국용 3D 카메라, 저작 시스템, 3D 게임컨솔 등 다양한 제품군 생산 추진
● 국내 방송산업은 단말기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송장비 산업의 경우는
대부분 외산 장비가 점유하고 있는 불균형 구조
- 국내 방송사들의 국산장비 도입률은 20%(’
07년 기준) 정도로 매우 낮으며,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
들은 소수의 중소기업들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DTV분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내 제조업체는 삼성, LG, 대우의 소수 대기업 위주인
반면, 일본은 소니, 필립스 등 10여개 업체가 DTV를 생산·수출하여 보다 두터운 산업군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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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비 산업은 지역성, 긴 기술수명, 고도의 신뢰성 및 높은 진입장벽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미주(ATSC), 유럽(DVB), 일본(ISDB) 등 지역별로 독자적인 방송표준을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하나의 방식을 채택
- 방송방식은 콘텐츠제작, 장비, 단말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그 방식이 20년 이상 지속되며,
방송국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방송사고에 대한 위험으로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음
※ 세계 방송장비시장은 유럽의 Thomson, 미국의 Harris, 일본의 Sony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술·마케팅역량의 차이로 진입장벽이 높음
※ 일본의 Sony와 Panasonic은 방송국용 Camera에서 VTR, Projector, Monitor, Dubbing,
Hybrid Audio / Video Editing, Storage 등 Full lineup을 구축
※ 미국의 Cisco는 케이블TV 장비 등을 생산하는 Scientific Atlanta사(’
06년)와 Encoder 및
Multiplexer 등 송출장비업체인 Tandberg사(’
09년)를 인수하여 lineup 구축
● 국내 방송기기 생산규모는 미미(’
08년 6.3억불)하며, 압도적인 외산 장비 도입으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시현, 세계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
- 국내시장의 외산장비 도입비율이 80% 수준에 이르러, 수출입 부문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08년 6.1억불)
- 수출은 저부가가치 방송장비 위주이며,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OEM으로 생산된 제품과 고품질의

디지털TV/방송

방송국용 장비가 대부분
※ 주요 방송사의 매체별 국산화율 조사결과, 지상파 9%, PP 9%, IPTV 63%, DMB 87%로
뉴미디어 일수록 국산장비 이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방송사(80~90% 수준)외에 공공기관·공연장 등 非방송사부문도 외산장비 도입비율이 상당
(70% 수준)한 것으로 파악
● 방송사 등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B2B)로 시장규모(’
08년 12억불)가 작아 전형적인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 형성
- 국내 제조업체는 180여개이나, 50억원 이상 매출업체는 49개 정도에 불과
·업체당 자본금은 평균 7억원이며 종업원은 평균 22명 수준

- 또한, 국내방송장비 업체는 자체 R&D 역량 부족으로 모니터, 문자발생기, DTV 중계기 등 저가의
주변 장비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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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국산방송장비 주요업체 현황 ▼
’
07년도 총매출액

구 분

업체수

종사자수
(명)

자본금
(백만원)

국내(백만원)

해외(천$)

계(백만원)

총계

49

1,080

33,736

503,303

44,000

547,643

평균

-

22

688

10,271

897

11,176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 조사결과, ’
09년

▼ 품목별 주요국 기술수준 ▼
경쟁국

구분

주요품목
(HD급)

영상

Camera
Video Mixer Effect
Recorder
Video Switcher
Video Monitor
Video Interface
Video Server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메라 렌즈 부분은 일본(후지쓰, 캐논)이
세계 시장 70%점유
영상부문의 기기는 미국, 일본, 유럽이
약30%씩 점유

음향

Audio Mixer
Audio File
Mic/Amp
Audio Interface
Audio Monitor

○
○
○
○
○

⊙
⊙
⊙
⊙
⊙

⊙
⊙
⊙
⊙
⊙

△
○
○
○

○
○
○
○

저장/송출 및 운용 S/W, Mill/Broaddigt급
국내조달 불가

전송

송신기(H/E 포함)
Encoder/Decoder
광전송장비

○
○
○

○
○
○

○
○
○

△
△
△

△
△
△

N/W관리 Control S/W, HD변복기 기술
부족
MPEG4, H264기술개발 필요

차량

중계차

○

○

○

△

△

차량제작 부분개방(현재수입)

CG

문자발생기
Non-Linear Editor
Computer Graphic

○
△
△

○
⊙
⊙

○
⊙
○

△
-

○
△
△

편집·제작 S/W 기술 부족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 주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 출처 : KEA 국내외 인용자료, ’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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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발전 동인분석

가. 방송시스템
■ 견인 요인
● ATSC 2.0 및 DVB-T2/NGH/C2/S2 등 차세대 방송규격의 표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
● 모바일 DTV 및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방송 주파수 채널의 포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전송효율 방송 기술의 필요성 대두
● 3천만대( ’
09.12. 기준)에 가까운 DMB 단말기 보급으로 이동 중 TV 수신에 대한 니즈가 높아
모바일 IPTV 기술개발 활성화 및 성장 전망
● 유무선 휴대 이동단말 및 방송수신기 관련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WiBro 등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보유
● 케이블 방송의 경우 전 가구의 80% 이상이 시청하는 방송 매체로서 통방융합시대의 핵심 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전체 케이블TV방송가입자 수는 15,294,603명임 (출처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09.6.)

● 3DTV, UHDTV 등 고품질 실감 서비스와 개인화/모바일화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 등장으로,
디지털TV/방송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대한 새로운 변화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위성방송은 다채널화 및 full HDTV, 3DTV, UHDTV 등 실감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광대역
전송기술과 Ka대역 위성방송 기술개발이 활발히 전개

■ 저해 요인
● 지상파 방송의 경우 기존 서비스와의 호환성 유지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새로운 방송 규격
개발에 제약
● 선진국에 비해 IPTV 서비스 및 방송장비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취약 및 핵심 부품의 높은 수입 의존
● 국내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헤드엔드 장비와 STB 및 케이블모뎀 핵심부품 등을 대부분 외국
제품에 의존
● 국내 위성방송 STB 핵심부품의 외국제품 의존 및 단일주파수 전국방송망 특성을 무시한 지상파
재전송 정책으로 중계기 과다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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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 잠재 요인
● 지상파의 경우 ’
17년까지 기존 서비스와의 호환성 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차세대 방송 규격인 ATSC 3.0을 표준화할 예정
● 차세대 IPTV 기술 선도를 통한 IPTV 관련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 확대 가능
● 개인 콘텐츠 기반 개방형 IPTV에 대한 요구 증대로 광고 및 단말 시장 뿐만 아니라 양방향 콘텐츠
및 데이터 서비스 증가에 따른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기대
● 케이블 방송의 경우 유럽에서 DVB-C2를 발표하였고, 북미에서도 CableLabs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송 규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위성방송의 경우 신규방송 서비스 개시가 용이하고, 광대역 특성으로 차세대 실감방송에 적합하므로
시장 활성화 기대

■ 시사점
● 지상파 전송효율 고도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척을 위해, 차세대 지상파방송 시스템의 표준화 및
서비스에 대한 노력과 국가적인 지원 필요
●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IPTV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국제표준 및 특허권 확보 필요
● 케이블방송분야 핵심 IPR 확보, 핵심부품 및 장비 국산화,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케이블방송 기술개발의 국가적 지원 필요
● 위성방송의 전송효율 극대화 및 광대역화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실감방송의 핵심기술 확보로, 세계
최고수준의 위성방송 STB 국제 경쟁력 유지와 신규방송 서비스 도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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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미디어
■ 견인 요인
● 2D는 3D로, HD는 UHD로 방송미디어 기술의 변혁이 예상되고, 시청자의 관심도에 따른 맞춤형·
참여형 방송 서비스로 발전 전망
● 고품질 방송의 소비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이 용이하고, 각각의 응용서비스 및
단말 간의 콘텐츠 이동과 연동이 가능한 기술개발 활성화 전망
● 사용자의 관심 시점에 따라 맞춤전환시청이 가능하고, 시점에 대한 장면구성 및 연관된 부가정보를
저작·소비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시점제어형 방송 기술개발 진행
● 고화질 방송(HDTV) 및 3D 영화 등을 경험한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고품질·실감형 방송에 대한
수요 증가
● 디스플레이 기술의 진화 및 네트워크의 고도화 등으로 신규 방송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Post-HD 시대를 대비한 투자 확대

■ 저해 요인
● 맞춤형/참여형 및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리치미디어 기술은 외산 기술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표준기술에 근거한 기술개발 필요
디지털TV/방송

● 기존의 방송 인프라에서는 시점제어형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필요
● 고품질·실감방송의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제작 및 장비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소비자의 신규 단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상존

■ 잠재요인
● 실감방송 산업은 방송장비, 콘텐츠,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시장을 창출하여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크고, 우주항공 및 군사, 의학,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어 잠재 수요가 막대함
● 사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유저 인터랙션(UI)이 강화된 리치미디어 기술은 향후
새로운 방송 서비스 외에 교육, 의료 등 타 산업 활용도 높음
● 시점제어형 미디어 기술은 초기 개발 단계로 지적재산권 조기 확보와 획득 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지적재산권 선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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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Post-HD 시대의 대비와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실감방송 기술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화가 중요함
● 실감방송 서비스에 대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관련 방송장비 투자 확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확산 등으로 신산업 창출 필요
● 맞춤형/참여형 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리치미디어 기술 개발과, 시점제어형 등의 차세대 DTV
서비스를 위한 방통융합 미디어 프레임워크 개발필요

다.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
■ 견인 요인
● DMB2.0 및 모바일 IPTV와 같은 모바일 방송의 확산과 3D 방송 단말의 보급으로 방송·통신
융합형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니즈 증가 예상
● 디지털전환 이후 가속화될 방통융합과 실감방송 서비스 도입으로,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 보호를 통한 합법적 방송저작물의 유통 활성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중요성이 점차
증대
● N-screen 서비스 등 플랫폼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통
융합형 서비스 확대로 이종 방송 서비스 사업군 간의 미디어 공유/교환이 활발해 짐으로써 효과적인
방송프로그램 검색 기술 니즈 증가

■ 저해 요인
● 방송 사고에 민감한 방송사들은 저가의 국산 장비보다는 고가의 신뢰도 높은 외산 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집 장비 선호
● 디지털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 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표준기술의 확산 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정책 마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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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요인
● 차세대 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집 기술 선도를 통해 관련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실감방송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 보호는 향후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성공적 시장
확산과 정착에 중요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 존재
● 양방향 콘텐츠(교육, 의료, 복지, 여가 등),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증가와 방송용 앱스토어의
출현에 따른 방송 콘텐츠 검색 시장 활성화 기대

■ 시사점
● 기술개발 이후 제품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고에 민감한 국내 방송사들이 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초기부터 방송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필요
● 디지털전환 이후 가속화될 방통융합과 차세대 실감방송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합법적
방송저작권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 필요
● 개방형 방·통 융합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이종 사업자 간의
공유/검색을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필요

디지털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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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전 및 전략

01

비전 및 목표
<비 전>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
◇ 2013년 DTV 세계시장 점유율 확고한 1위 달성
◇ 3DTV, UHDTV, IPTV 등 차세대방송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유지
◇ 방송장비 고도화를 통한 국내방송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3DTV, UHDTV, IPTV 등 고품질
방통융합 핵심기술 확보

방송장비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

방통융합 신규서비스 제공·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중점 추진과제>
차세대 방통융합 선도기술 확보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개발
고품질 모바일 IPTV 시스템 기술 개발
개방/참여/공유를 위한 IPTV 서비스 플랫폼 개발

3DTV, UHDTV 등 실감방송
기술 확보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다시점 3DTV 핵심기술 개발
4K/8K UHDTV 방송시스템 개발

디지털방송 장비 고도화

방통융합 신규 서비스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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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방송용 카메라 핵심기술 개발
방송용 친환경 조명기술 개발
디지털방송용 전송기기 핵심기술 개발
DMB2.0, 모바일IPTV 등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AT-DMB 등 차세대 모바일방송 활성화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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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목
표

2010 ~ 2012

2013 ~ 2015

2016 ~

고품질 실감형 방통융합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고품질 실감형 방통융합
기술고도화

유비쿼터스 방통융합 및
초고화질 실감방송 기술개발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
개발
IP기반 양방향 케이블 전송 핵심
기술 개발
DVB 2.0 기반 coverage-free
융합형 다중화기술 개발
강우 내감형 Ka대역 위성방송
기반구축
차세대 모바일 영상서비스를 위한 초
경량 비디오 부호화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휴대이동방송용 다중안테나
다중 홉 릴레이 전송기술연구
방통융합형/연동형 모바일방송 기술
개발
차세대 개인 방송시스템 개발
유무선 통합 고품질/개방형 IPTV
기술개발
M-UX 기반 양방향 방송기술 개발
IPTV 융합단말 고도화지원기술개발
IPTV 융합서비스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개방형 IPTV 플랫폼 기술개발
IPTV용 Interactive 시점제어 기술
개발
IMT-Advanced 모바일 IPTV 핵심
기술 개발
차세대 유무선 융합 게이트웨이 기술
개발
스케일러블 데이터 기반Edutainment
핵심기술개발
환경 적응형 UHD급 지원 Scalable
- 3D IPTV 기술 개발
차세대 다기능 STB 개발
모바일IPTV 상용화 기반구축
AT-DMB 상용화 기반구축

차세대 지상파 DTV 전송 기술
개방형 IPTV 고도화 기술개발
모바일 IPTV 방송 시스템 개발
IP/RF 통합형 케이블 방송
시스템 기술 개발
방통융합형/연동형 모바일방송
기술개발 (계속)
환경 적응형 UHD급 지원
Scalable-3D IPTV 기술 개발
(계속)
차세대 다기능 STB 개발 (계속)

All-IP기반 융합형 케이블 방송
시스템 기술 개발
진화형 방통융합 모바일방송
핵심원천기술 개발
실감형 개인방송 IPTV 기술개발
고품질 모바일 IPTV 기술개발
8K UHD 지원 Scalable-3D
IPTV 방송 기술개발

디지털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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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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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 양안식 3DTV 방송
시스템 기술 개발
3D용 환경적응형 미디어 제작, 처리
및 전송 시스템 기술 개발
IPTV 3D 방송 기술 개발
3D DMB 기술 개발
인터랙티브 시점제어 기술 개발
사용자 체험(UX) 기술 개발
유무선 환경의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 서버/전송 시스템 기술 개발
대화형 디지털 홀로그램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 요소
기술 및 SoC 개발
실감형 멀티미디어 품질모니터링
및 품질보장 기술
차세대 지상파 3D HDTV를 위한
고효율 전송기술 개발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및 표준화
3DTV 미디어 획득 시스템 개발
다시점 3DTV 핵심기술 개발
UHD콘텐츠 편집 및 재생을 위한
실시간 입출력시스템 기술개발
4K UHDTV 방송시스템 개발

실감형 3D EPG 기술 개발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CAS 기술
3D 방송 영상/응용프로그램 제작/
처리 기술
방송음향에 현장녹음 및 제작고도화
기술개발
공간인식 기반 사용자 체험(UX) 기술
개발
다매체 플랫폼 동시 적용 능동형
ECG 기술
프로그램보호신호(PPI) 생성 및 편집
기술
프로그램 보호 방송프로그램 패키징
기술
콘텐츠ID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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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점 3DTV 기술개발
3D/UHD(4K)용 환경적응형
미디어 제작 및 전송 시스템 개발
4k급 UHDTV 방송기술 개발
4k급 3DTV 방송기술 개발
인터랙티브 파노라마 기술 개발
시청환경 환경 인지형 스케일
러블 미디어 제작 서버/전송
시스템 기술 개발
대화형 디지털 홀로그램 통합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신호
처리요소기술및SoC개발 (계속)
디지털 홀로그래픽 3DTV 기반
기술 개발
UHDTV 편집기 개발
8K UHDTV 방송시스템 개발
UHD 프로젝터 개발
3D 품질측정 장비 개발
개인 맞춤형 n-스크린 융합서
비스 제어 플랫폼 기술 개발
3DTV 미디어 획득 시스템 개발
(계속)
다시점 3DTV 핵심기술 개발
(계속)
4K UHDTV 방송시스템 개발
(계속)
시청환경 환경 인지형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전송 기술 개발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DRM/
CP 기술개발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CAS
기술개발 (계속)
방송음향에 현장녹음 및 제작
고 도화 기술개발 (계속)
공간인식 기반 사용자 체험
(UX) 기술 개발 (계속)
다매체 플랫폼 동시 적용 능동형
ECG 기술 (계속)
실감형 3D EPG 기술 개발 (계속)
3DTV/UHTV 실감형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
기술 개발
모바일TV용 스케일러블 미디오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
기술 개발

초다시점 3DTV 기술개발
홀로그래픽 기술개발
8k급 UHDTV 방송기술 개발
객체기반 콘텐츠 재가공·재창조
기술 개발
3D/4K·8K UHD 기반 디지털
데이터 방송용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 서버/전송 시스템
기술 개발
3D/UHD(8K)용 환경적응형
미디어 제작/처리/전송 시스템
개발
디지털 홀로그래픽 3DTV 기반
기술 개발 (계속)
8K UHDTV 방송 시스템 개발
(계속)
UHDTV 편집기 개발 (계속)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DRM
/CP 기술
매체 통합 지능형 검색/추천
에이전트 연계 프레임워크 기술
매체통합형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보호/유통 통합 프레임워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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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말
및
부
품
기
술

채널적응 가변 변조기반 DVB S2 ASIC 칩 기술개발
채널적응 위성방송 수신 플랫폼 기술
개발
DVB 2.0 기반 Media-free 가변
수신 기술개발
SDR 단말 미들웨어 기술개발
다중모드/다중밴드 단말 플랫폼 기술
개발
유무선 융복합 IPTV 단말 플랫폼
기술개발
유무선 환경의 스케일러블 미디어
파서 및 프리젠테이션 엔진 기술
개발
실감형 3D EPG 파서 기술 개발
WWR(Worldwide Radio) 방송
통합형 저전력 고효율 수신 칩셋
개발
응용 맞춤형 방통융합 케이블 모뎀
종단 장치(CMTS) 개발
케이블 3DTV STB 개발

진화형 유무선/방통 융합 단말
플랫폼 기술
초다시점 3DTV 단말 플랫폼
기술개발
환경적응형 자율접속 단말 기술
및 플랫폼 기술 개발
8K UHDTV 단말 플랫폼 기술
개발
개인 맞춤형 차세대 융복합 단말
기술 개발
3D/4K/8K UHD 기반 디지털
데이터 방송용 스케일러블
미디어 파서 및 프리젠테이션
엔진 기술 개발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DRM/
CP 단말 기술 개발
매체 통합 지능형 검색/추천 에이
전트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디지털TV/방송

사용자 친화형 단말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방통융합형 모바일방송 단말플
랫폼 기술개발
UHD급 광대역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
Smart Radio 단말 요소 기술
4K UHDTV 단말 플랫폼 기술
개발
UX기반 사용자 친화형 단말 인터
페이스 기술개발
차세대 다기능 유무선/방통융합
단말 플랫폼 기술 개발
실시간 시청환경 인지형 스케
일러블 미디어 매니지먼트 엔진
및 프리 젠테이션 엔진 기술
개발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CAS
de-scrambler 기술 개발
다매체 플랫폼 동시 적용 능동형
ECG 파싱 기술개발
케이블 UHDTV STB 개발
WWR(Worldwide Radio) 방송
통합형 저전력 고효율 수신 칩셋
개발(계속)
응용 맞춤형 방통 융합 케이블
모뎀 종단 장치(CMTS) 개발
(계속)
케이블 3DTV STB 개발 (계속)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419

＞＞디지털TV/방송

03

제품 및 서비스 Milestone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전송고도화

30Mbps/6MHz

40Mbps/6MHz

60Mbps/6MHz

방송서비스
융합화

개방형 방통융합 기술

녹색 방통융합 기술

복지형 방통융합 기술

개인·
개방화

정보선택형

정보맞춤형

정보창조형

DMB

다채널 및 SD급 DMB/Mobile IPTV

고품질 IPTV
3D DMB
(Stereo)

양안식 3DTV(Stereo HDTV)

개방형 IPTV 기술 표준

방통융합형 모바일 방송 표준
유비쿼터스 IPTV
기술 표준

IPTV 개인방송 기술 표준
Enhanced 모바일 IPTV 표준
(IEEE802.16m enhancement)

HVC/MMT 표준(MPEG)

HVC/SVC 통합 표준(MPEG)

DOCSIS 3.x 기술 표준 SCTE
3DTV over HFC 기술 표준

DOCSIS 4.0 기술 표준

지상파 DTV 부가데이터
전송시스템 및 단말

차세대 지상파 DTV 시스템 및 단말

AT-DMB 지역한정 방송 시스템
AT-DMB 데이터 방송 시스템

방통융합형 모바일 방송 시스템 및 단말

OpenCable 방송 시스템 및 단말

RF/IP 통합 디지털 케이블 방송
전송 시스템 및 단말

All-IP 기반 융합형 케이블
방송 시스템 및 단말

full HD급 3D
위성방송 시스템 및 단말

4k급 UHDTV 위성방송 시스템 및 단말
4k UHD급 3DTV 위성방송 시스템 및 단말

8k급 UHDTV 위성방송
시스템 및 단말

개방형 IPTV
서비스 제어 플랫폼

개인 맞춤형 IPTV
서비스 제어 플랫폼

방통융합 네트워킹 시스템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
기술

다시점 3DTV (무안경식)

모바일 IPTV 표준
(ITU-T, IEEE 802.16m(IMT-Adv. 표준)
SCTE RFoG
기술 표준

방송
시스템
기술

UHDTV(8K) D-Cinema

ATSC 전송고도화 기술 표준

AT-DMB 지역방송 서비스 표준

제품

유비쿼터스 IPTV

UHDTV(4K) D-Cinema

ATSC 부가데이터 전송 표준

표준

고품질 방통융합형 이동방송
Social IPTV

HDTV(2K)
실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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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ocial IPTV
서비스 플랫폼
환경 적응형 네트워킹 시스템

실감형 IPTV
서비스 플랫폼
협업형 네트워킹 시스템

차세대 지상파 DTV 전송 기술

HFC망에서 IP 기반
초고속 양방향 전송 기술

차세대 케이블 고효율 변복조 및 MAC 기술
케이블망과 댁내 이종망간 연동 기술

케이블망과 이종망간
수평/수직 핸드오버 기술

VCM 기반 위성방송 전송기술

채널적응형 광대역 위성방송 전송기술

다중빔 기반 채널적응형
초광대역 위성방송
전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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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2012

방통융합 웹서비스/
SOA 기술
방송
시스템 기술
기술

2013

context-aware
서비스 제어 및 관리 기술

2015

Social 네트워크
서비스 제어 및 관리 기술

핸드오버 고속화 제어 및 적응형
Mobile Multicast 전송 제어 기술

양안식 3DTV

다시점 3DTV

HD급 SVC 부/복호화기 및 전송 시스템

8K UHDTV
3D 지원 UHD(4K)급 SVC

모바일 3DTV 방송 기술
지상파 양안식 및 다시점 3DTV 방송 기술
인터랙티브 시점제어 기술

8k UHDTV 방송기술
인터랙티브 파노라마 기술

방송
프로
그램
생성
및
처리

시청환경 환경 인지형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 툴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CAS 시스템

3D/4K/8K UHD 방송용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
툴 및 전송 시스템

다중콘텐츠 스케일러블 DRM/CP 시스템

User Experience 향상
응용 프로그램 제작 툴

3D 그래픽 기반 방송 영상/응
용프로그램 제작 툴

객체기반 실감 콘텐츠
제작 툴

3D EPG 제작 서버/파서 및 Multiplexer

다매체 플랫폼 동시 적용
능동형 ECG 제작 서버/파서

차세대 매체 통합
지능형 검색/추천 에이젼트

HD급 방송프로그램
보호관리 기술 개발
유무선 환경의 스케일러블
미디어제작/전송 기술 개발
기술

3D 지원 UHD(8K)급 SVC 부/복호화기 및
전송기술

3D 지원 UHD(4K)급 SVC 부/복호화기 및 전송기술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 툴 및
전송 시스템

객체기반 콘텐츠 재가공·재창조 기술

3D/UHD 실감형 콘텐츠 및 모바일TV 콘텐츠 매체통합형 크로스미디
콘텐츠 보호관리 프레임워크
보호관리 기술 개발
시청환경 환경인지형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전송 기술 개발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CAS 기술
3D 방송 영상/응용프로그램 제작/처리 기술
실감형 EPG 기술

디지털TV/방송

HD급 SVC
부/복호화기
및 스트리밍
기술

3D 지원 UHD(8K)급 SVC
부/복호화기 및 전송 시스템

초다시점 3DTV 방송 기술
홀로그래픽 3DTV 방송 기술

4k UHDTV 방송기술

제품

프로토콜 계층 간 Mobility
융합 최적화 기술

4K UHDTV

제품

기술

상황인지 기반 Social
네트워크 서비스 제어 및
개인화 콘텐츠 융합 및
제어 기술

융합 세션/서비스 플로우 전송
QoS 적응 제어 기술

플로우 기반 전송 QoS 제어 기술

방송
미디어
기술

2016~

상황인지기반 서비스 오버레이 전달 제어 및 관리 기술,
PaaS기반 방통융합 서비스 가상화 기술

서비스 오버레이 전달 제어 및 관리 기술
다중 액세스 통합 핸드오버 제어 및
IP 기반 Mobile Multicast 전송 제어 기술

2014

3D/4K/8k 방송용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전송 기술 개발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DRM/CP 기술

객체 기반 실감 콘텐츠 제작/처리 기술

다매체 플랫폼 동시 적용
능동형 ECG 기술

매체 통합 지능형 검색/
추천 에이전트 연계 프레임워크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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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전략

■ 지상파방송
● 지상파방송
- 고품질·고속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고전송 효율 변복조 기술, 채널 부호화
기술, 고효율 공간신호처리 기술 등 차세대 지상파방송의 표준기술 확보
● 케이블방송
- All-IP 기반의 전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단계적 상용화 추진
- 헤드엔드 장비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하고, 단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 위주에서 다기능
복합 케이블 방송 플랫폼 형태의 STB 기술 개발 추진
● 위성방송
- DVB-S2 기술의 고속화 칩 설계 및 채널적응형 광대역 전송기술 구현 등을 통해 3D/UHD 실감방송
전송기반기술 확보 추진
● IPTV
- 사용자 단말간 융합 미디어 호환성 제공을 위한 개방형 IPTV 플랫폼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개인
맞춤형 실감미디어 기술 확보와 국제표준화 추진
-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생활중심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방송통신
융복합 단말기술 확보

■ 방송미디어 분야
● 맞춤형/참여형 방송
- 다종 단말간 연동, 기존 부가정보 재활용, 사용자 참여 등 리치미디어 확장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표준화 추진
- 맞춤형방송 및 양방향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데이터방송 규격 통합 추진
● 방통융합 미디어 프레임워크
-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을 선 개발하여 시선추적, 멀티터치 등에 활용 가능한 리치미디어 차세대
유저 인터랙션(AUI) 기술의 표준화 추진
- 방송 시점의 다각화를 목표로 선택시점, 파노라마, 자유시점 등을 점진적으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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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TV 방송
- 고화질 양안식 3DTV는 실험방송을 우선 추진하고 무안경 다시점 3DTV는 핵심 IPR 확보 및 국제
표준 선점
- 무안경 양안식 3D DMB 기술개발을 통해 무안경 3D 방송을 우선적으로 실용화하고 점진적으로
무안경 3DTV 분야로 확대 추진
- 궁극적 목표인 무안경 3DTV 서비스를 위한 초다시점 3DTV 기술, 홀로그래픽 3D 기술 등 원천 핵심
기술 개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 UHDTV 방송
- 1단계로 4K UHDTV 서비스를 위한 UHDTV 미디어 생성/소비 및 매체별 UHDTV 전송기술 등
독자적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로 8K급 UHDTV 방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적 기술 개발 추진

■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
- 방송시청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최적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작/관리 서버 시스템, 단말
솔루션 기술개발 추진
- 스케일러블 미디어를 위한 제작/편집 툴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검증을 통한 상용화
디지털TV/방송

추진
● 방송 프로그램 보호
- 다양한 단말과 시청환경에 적응 가능한 스케일러블 미디어 보호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추진
● 방송 프로그램 검색
- 방송 콘텐츠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표준적 활용과 시청자의 시청패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개발
-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에러검출, 메타데이터 기반 유사 콘텐츠 추천 기술, 강력한 검색 질의 포맷
정의 등의 기술 개발을 선행하고, 콘텐츠 공유/통일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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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계획

01

기본 추진방향
기본방향
고정·이동단말에 지상파를 통하여 양방향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상파방송 고도화 기술개발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케이블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방통융합 서비스 등 고속·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방송 고도화 기술개발
위성 망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에 고품질의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방송 고도화 기술개발
IP기반 유선, 무선 및 모바일 환경에서 고품질의 방통융합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차세대 IPTV 기술 개발
시청자 취향에 따른 선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청자가 방송의 저작, 전송, 유통,
소비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참여형 리치미디어 방송기술 개발

방송미디어
기술개발

유무선 통합망 환경에서 이용자별 서비스 환경변화에 동적으로 적응하여 최적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통융합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깊이정보 및 다양한 시야각을 통해 입체감 및 음장감 있는 실감형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3DTV 방송 기술개발
HD급 콘텐츠보다 4~16배의 비디오 품질과 10채널 이상의 오디오를 적용하는
UHDTV 방송 기술개발

메타데이터의 표준적 활용과 개방적이고 사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아키텍처
구조를 갖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기술 개발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
기술개발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송콘텐츠 유통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 개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능적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방송
프로그램 검색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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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개발계획

1

방송시스템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지상파 DTV와 역호환성을 유지하고 데이터 전송용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재난방송, 인프라제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 개발
● 전 세계 라디오 방송(DAB/DAB+, DRM/DRM+, HD Radio, AM, FM 등)을 지역적인 제약 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수신 기술 개발
● 케이블 방송의 전송 고도화 송수신 시스템 기술 및 개인형·개방형·맞춤형 기술 개발을 포함한
유무선 통합망에서의 이동성 지원 STB 기술 개발
● 신규 방송주파수 자원 활용을 위한 Ka대역 위성방송 및 3D 방송, Home D-Cinema, UHDTV 등
차세대 방송을 단일주파수망(SFN)으로 전국 동시방송 실현하기 위한 기반기술 개발
● IP기반의 유무선 통합망 환경에서 최적의 품질을 보장하는 개방형 IPTV 핵심 기술 및 모바일 IPTV
시스템 기술 개발
● 개인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무선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차세대 개인방송
시스템(PBS) 기술 개발

구 분

디지털TV/방송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0~’
15

408

차세대 모바일 영상서비스를 위한 초경량 비디오
부호화 기술개발
차세대 휴대이동방송용 다중안테나 다중 홉 릴레이
전송기술개발
DVB 2.0 기반 컨버전스 다중화 및 가변 수신 기술 개발
지상파
방송 기술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AT-DMB 상용화 테스트 지원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 개발
방통연동형/융합형 모바일 방송 기술 개발
WWR 방송 통합형 저전력 고효율 수신 칩셋 개발
차세대 개인 방송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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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케이블
방송 기술

주요내용
응용 맞춤형 방통 융합 케이블 모뎀 종단 장치
(CMTS) 개발
케이블 3DTV STB 개발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5

210

’
10~’
15

410

’
10~’
15

648

케이블 UHDTV STB 개발
채널적응 가변 변조기반 DVB-S2 ASIC 칩 기술개발
위성방송
기술

UHD급 고속 위성방송수신 ASIC 칩 기술개발
UHD급 광대역 위성방송 수신기 기술개발
채널적응 위성방송 수신기 기술개발
Ka대역 저위상잡음 광대역 LNB 기술개발
IPTV 융합단말 고도화지원기술개발
IPTV 융합서비스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개방형 IPTV
플랫폼 기술개발

IPTV 방송
기술

IPTV용 Interactive 시점제어 기술개발
IMT-Advanced 모바일 IPTV 핵심기술개발
차세대 유무선 융합 게이트웨이 기술개발
스케일러블 데이터 기반 Edutainment 핵심기술개발
환경 적응형 UHD급 지원 Scalable-3D IPTV 기술 개발
모바일 IPTV 시스템 개발·차세대 다기능 STB 개발

■ 연구목표
● 지상파방송 기술은 비실시간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과
ATSC 2.0 및 ATSC 3.0 기술 개발 추진
● 케이블방송 기술은 단기적으로 헤드엔드 주요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중장
기적으로는 3DTV, 멀티룸(Multiroom)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위성방송 기술은 다채널 방송과 차세대 실감방송(고화질 3DTV/UHDTV)서비스 제공을 위해 Ka
대역 주파수 활용기술과 초광대역 방송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추진
● IPTV 기술은 고정형 서비스에서 이동형, 개방형, 유무선통합형 IPTV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실감형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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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스템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멀티미디어를 선택, 검색, 제작, 편집하여 소비할 수 있는 시청자
맞춤형/참여형 방송서비스 기술개발
● IP기반 유무선 통합망 환경에서 이용자별 서비스 환경변화에 동적으로 적응하여 최적의 품질을 보장
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는 방통융합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 양안식 또는 다시점 비디오와 다채널 오디오를 통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을 제공하는 3DTV 방송 기술
개발
● Full HDTV가 제공하는 화질보다 최대 16배 선명한 초고선명 비디오와 다채널 음장재현으로 초현장감
체험이 가능한 UHDTV 방송 기술 개발
● 사용자의 오감과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사용자 경험(M-UX : Mobile User eXperience) 기반 적응형
양방향 방송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맞춤형/참여형
방송기술

이용자 타게팅 광고 기술 개발
모바일 스마트 단말 지원 융합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개인 맞춤형 N-스크린 융합서비스 제어 플랫폼 기술 개발
웹가상화 기반 N-스크린 지원 통합 방송 플랫폼 기술 개발
실시간 채널 연동형 양방향 방송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
11~’
14

400

방통융합
미디어 프레임
워크 기술

인터랙티브 파노라마 기술 개발
공간인식 기반 사용자 체험(UX) 기술
객체기반 콘텐츠 가공 기술
M-UX(Mobile User eXperience) 기반 양방향 방송기술 개발

’
11~’
14

320

3DTV
방송 기술

대화형 디지털 홀로그램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 요소기술 및 SoC 개발
실감형 멀티미디어 품질모니터링 및 품질보장 기술
차세대 지상파 3D HDTV를 위한 고효율 전송기술 개발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및 표준화
3DTV 미디어 획득 시스템 개발
다시점 3DTV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홀로그래픽 3DTV 기반 기술 개발
3D 품질측정 장비 개발

’
10~’
15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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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0~’
15

978

UHD콘텐츠 편집 및 재생을 위한 실시간 입출력시스템
기술개발
UHD
방송 기술

UHDTV 편집기 개발
4K UHDTV 방송 시스템 개발
8K UHDTV 방송 시스템 개발
UHD 프로젝터 개발

■ 추진전략
● 기 개발 맞춤형 기술을 활용하여 타게팅 광고 기술, 방통융합 이용자 참여형 기술 개발 추진
● 방통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단말간 연동서비스 및 채널 연동형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과 공간
인식 이용자 UX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파노라마 및 객체기반 콘텐츠 가공 기술개발 추진
● 지상파/위성DMB기반 3D DMB 실험방송과 시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최초로 모바일 3D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기존 지상파 DTV 방송 시스템과 역호환성이 유지되면서 3차원 실감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과 3D 디스플레이의 품질평가/인증을 위한 계측기술, 3D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및 3DTV 품질평가용 계측장비 개발
● 무안경식 3DTV 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시점 3DTV 영상 획득 및 처리, 압축 전송, 복원 및 영상 재생
핵심 알고리즘 개발, 시스템 및 단말 개발, 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 UH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초고품질 콘텐츠 생성, 편집, 압축, 매체별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디스
플레이 기술 관련 핵심기술 및 방송시스템 개발
● 매체별 UHDTV 실험방송 및 방송서비스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내 방송사, 관련 산업체의 서비스
도입, 연구개발 투자 및 방송장비 개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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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방통융합 환경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능적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아카이브 활용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기술 개발
● 메타데이터의 표준적 활용과 개방적이고 사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현하여
서비스의 다각화와 다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기술 개발
● 방통융합 및 뉴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스케일러블 3D/UHD 실감방송콘텐츠 보호 및
유통서비스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구 분

(단위 : 억원)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0~’
15

230

’
11~’
15

60

’
10~’
15

150

개방형 콘텐츠 제작/서비스 인프라 기술
유무선 환경의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전송 기술
이종 시스템/단말 간 콘텐츠/메타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
IP기반 콘텐츠 UX(User eXperience) 향상 기술
시청환경 인지형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전송 기술

디지털TV/방송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기술

3D/4K·8K UHD 기반 디지털 데이터 방송용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전송 기술
방송음향의 현장녹음 및 제작고도화 기술개발
공간인식 기반 사용자 체험(UX) 기술 개발
사용자 및 단말 맞춤 검색 UI 및 결과 표시 기술

방송
프로그램
검색기술

지능형 검색/추천 에이전트 및 에이전트 연계 기술
다매체 플랫폼을 위한 능동형 ECG 기술 개발
실감형 EPG 기술 개발
3D/UHD 실감방송콘텐츠 암복호화 및 권한관리 기술

방송
프로그램
보호기술

저작권 식별관리 연계 방송콘텐츠 유통 프레임워크 기술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CAS 기술개발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DRM/CP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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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지상파 방송사, 통신사업자, 수신기업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방송·통합 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방송 단말에 동시 적용 가능한 미디어 제작 및 전송 기술개발 추진
● 스케일러블 미디어, 사용자 체험 기술, 이종 시스템간의 콘텐츠/메타데이터 교환 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 방송·통신융합 환경하에서의 이종 다매체 방송 시스템 통합 기술 및 지능형 검색/추천 기술 개발 추진
● 방송 프로그램 부가 정보 검색을 위한 표준 정보 서술자 및 부가정보 3D 효과 표시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
● 스케일러블 3D/UHD 실감방송콘텐츠 불법복제방지 및 저작권보호 기술개발, 식별자연계 콘텐츠 유통
서비스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외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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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중점추진 계획

■ 중점방향
방송시스템

방송미디어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

고품질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방송 시스템
기술 개발

실감형 멀티미디어를 최적의
품질로 끊김 없이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미디어 기술 개발

개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송콘텐츠 제공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처리기술 개발

■ 전략목표
● 기존 지상파 DTV 방송망을 활용한 차세대 방송 시스템 개발
- 기존 지상파 DTV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해 호환성을 보장하면서 차세대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송효율을 고도화
● 세계 라디오(WWR : Worldwide Radio) 방송 통합형 수신기술 개발
디지털TV/방송

- DAB/DAB+, DRM/DRM+, HD Radio, AM, FM 등과 같은 전 세계의 라디오 방송을 지역적 제약
없이 수신할 수 있는 저전력 고효율 수신 칩셋 개발
● 방송통신 융합형 케이블 방송 전송 시스템 및 STB 개발
- 3D/UHDTV 등과 같은 고품질 디지털 비디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송 통신
융합형 케이블 전송 시스템 개발
- 다양한 가입자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3DTV 방송 및 부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STB 개발
● 개방/참여/공유형 IPTV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IPTV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및 실감형 IPTV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환경 적응형 UHD급 지원 Scalable-3D IPTV 기술 개발
● 모바일 IPTV 방송 시스템 및 차세대 다기능 IP-STB 개발
- 차세대 이동통신(4G) 기술 기반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위한 무선성능향상 핵심기술, 모바일
IPTV 시스템 기술 및 개인 이동방송 기술 개발
- 유무선 IP망, 위성·케이블방송망과 연동하여 수신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신호를 수신/가공하여
WiFi, WiBro, 3GPP/LTE 등의 무선단말 장치로 송출해주는 다기능 STB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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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사용자 경험(M-UX) 기반 양방향 방송 기술 개발
- 모바일 환경에서 단순 시청형의 방송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오감과 소통할 수 있는 적응형 양방향
방송기술 개발
● 차세대 개인방송시스템(PBS) 기술 개발
- 개인 방송 서버 및 엔진기술, 사용자 인증기술, 데이터 송수신 기술, PBS 단말기술 등 차세대 개
인방송시스템 기술 개발
● HD급 미디어보다 4~16배의 화질을 갖는 초고선명 영상 또는 다시점 3D 영상을 제공하는 실감방송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
● Full HD급으로 역방향 호환성이 확보되는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 시스템 기술 개발, 실험 방송
및 국내외 표준화
● 주목받고 있는 N-Screen 상에서의 리치미디어 기술 개발
- 비즈니스 모델 확립과 원천기술 개발 및 IPR을 확보하여 국내외 표준화 선도
- 상황 인지 기반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통융합서비스를 다양한 단말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N스크린 융합서비스 제어 플랫폼 기술 개발
●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방송 단말에 동시 적용 가능한 방송 미디어 실시간 제작 툴 및
실시간 전송 시스템 기술 개발
● 3D 방송에서 적용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부가 정보의 3D 효과 정보 서술/삽입 기술 및 단말 렌더링
기술 개발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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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방향
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차세대 모바일 영상서비스를 연산처리 능력 및 전력 성능이 제한된 이동 휴대단말에서
위한 초경량 비디오 부호화 SD급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전송/소비하기 위한 초경량
원천기술개발 (계속)
비디오 부/복호화 기술 및 전송 기술 개발
차세대 휴대이동방송 시스템의 전송용량을 증대하고 서비스
차세대 휴대이동방송용 다중
품질을 개선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방송용
안테나 다중 홉 릴레이 전송
다중안테나 기술과 다중안테나 다중홉 중계기술을 이용한
기술연구(계속)
전송 알고리즘 연구 및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개발
차세대 DVB 2.0 방송의 Coverage-free 서비스를 위한
DVB 2.0 기반 컨버전스 다중화
융합형 고효율 다중화 기술과 다중매체 서비스 지원 가능한
및 가변 수신 기술 개발(계속)
Media-free 가변 수신기술 개발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계속)
1

AT-DMB 상용화 테스트
지원 (계속)

디지털TV/방송

지상파
방송기술

차세대 양방향 이동방송 (DMB2.0 등) 기반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방송통신융합(모바일 IPTV 등) 핵심 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융합미디어 시연 및
시범서비스 실시
AT-DMB 송수신 시스템 검증을 위한 실험방송 및 계층을
활용한 수익 창출형 지역한정 방송서비스 기술개발

지상파 DTV 전송효율 고도화 전송효율 고도화 방송시스템 서비스 및 요소기술 연구 및
기술 개발(계속)
전송효율 고도화 방송 시스템 실용시제품 개발
방통연동형/융합형 모바일
방송 기술 개발

방송과 통신이 완전히 융합된 차세대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통융합형 차세대 모바일 방송
기술

WWR(Worldwide Radio) DAB/DAB+/DRM/DRM+/HD Radio/AM/FM 등 전 세계
방송 통합형 저전력 고효율 라디오 방송 서비스 수신이 가능한 통합형 저전력 고효율
수신 칩셋 개발
수신 칩셋 개발

차세대 개인 방송시스템 개발

개인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무선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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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응용 서비스별 안정된 서비스 품질을 지원하며, 경제적인
응용 맞춤형 방통 융합 케이블
확장이 용이한 융합형 케이블 모뎀 종단 장치(CMTS) 기술
모뎀 종단 장치(CMTS) 개발
개발
2

단말 및
부품기술

케이블 3DTV STB 개발

기존의 OpenCable방식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함께
3DTV 방송을 처리할 수 있는 STB 기술 개발

케이블 UHDTV STB 개발

UHDTV 방송을 처리할 수 있는 STB 기술 개발

UHD급 광대역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

UHD급의 광대역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

IPTV 융합단말 고도화지원
IPTV 핵심 SoC 개발 및 STB 상용화 시제품 모델 개발
기술개발 (계속)
IPTV 융합서비스 및 콘텐츠 융합서비스 생성 제공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차세대 IPTV
공유를 위한 개방형 IPTV 미디어서비스 플랫폼 기술, 서비스 기반 매니지드 전달망
플랫폼 기술개발(계속)
기술 및 지능형 IPTV 홈 미디어 서버 및 분배 기술 개발
IPTV용 Interactive 시점제어 IPTV 환경에서 이용자 인터랙션을 통해 원하는 시점을
기술개발(계속)
자유롭게 선택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점제어 서비스 기술 개발
IMT-Advanced 모 바 일 IMT-Advanced WiBro 기반 모바일 IPTV 엑세스망 성능
IPTV 핵심기술개발 (계속)
향상 및 서비스망 구성 및 제어기술 개발

3

IPT방송
기술

다양한 액세스망에 접속하기 위한 멀티모드 단말이 존재하는
차세대 유무선 융합 게이트웨이 차세대 유무선 통합망에서 끊김 없는 Mobile IPTV 서비스를
기술개발 (계속)
제공하기 위한 이종망 간 이동성, 멀티캐스트, QoS 매핑
기술을 제공하는 유무선 융합 게이트웨이 개발
스케일러블 데이터 기반
Edutainment 핵심기술개발
(계속)

개방형 Fixed/Mobile IPTV 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가
전기기에 동시 적용 가능하고, 사용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핵심 기술 개발

환경 적응형UHD급 지원
하나의 UHD급 3D 콘텐츠로 UHD급 3D 콘텐츠 서비스와
Scalable-3D IPTV 기술 개발 HD급 3D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4G) 기반 고품질의 TV 및 VoD,
모바일 IPTV 방송시스템 개발 데이터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모바일 IPTV 시스템
기술 및 개인 이동방송 기술 개발

차세대 다기능 STB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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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IPTV망, 무선 모바일 IPTV 망, 위성 망, Cable TV망과
연동하여 수신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신호를 TV set으로
전송할 뿐 아니라, 이를 재 가공 하여 Wi-Fi, WiBro,
3GPP/LTE 등의 무선단말 장치로 송출해 주는 다기능 셋톱
박스 장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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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

중점
연구분야

맞춤형/참여형
방송기술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상황 인지 기반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통 융합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n-스크린 융합
다양한 단말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n-스크린 융합서비스
서비스 제어 플랫폼 기술 개발
제어 플랫폼 기술
홈 네트워크가 결합된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고품질의 방
모바일 스마트 단말 지원 융합
통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스마트 단말/가입자 특성에 맞게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n-screen 서비스 플랫폼 기술
M-UX(Mobile User eXperience)
사용자 오감과 소통할 수 있는 적응형 양방향 방송기술 개발
기반 양방향 방송기술 개발

5

방송통합
이용자의 안면, 동공, 음성, 제스처 인식을 통한 이용자의
미디어 프레임
감정을 추출하여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시청률 및
공간인식
기반
워크 기술
사용자 체험(UX) 기술 개발 광고 효과 측정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교감
정보 DB화 기술
대화형 디지털 홀로그램 통합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대화형 디지털 홀로그램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 요소기술 및 SoC 신호처리 요소기술들과 해당 SoC 기술을 개발
개발 (계속)

6

3DTV
방송

디지털TV/방송

HD/3D 급의 실감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감형 멀티미디어 품질
Hybrid 방식의 화질 및 음질에 대한 품질 평가 기술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품질보장 기술
모니터링 지점에서 품질 평가를 수행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계속)
개발
차세대 지상파 3D HDTV를 차세대 지상파 3D HDTV 전송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고효율 전송기술 개발 목표로 기존 HDTV 전송기술인 VSB 변조기법을 최대한
(계속)
활용하는 차세대 지상파3D HDTV 전송 시스템의 개발
지상파 양안식 3DTV 방송
지상파 DTV기반 3차원 실감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수 있는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계속)
3DTV 미디어 획득 시스템 개발

- 양안식 입체영상 및 다시점 입체영상 획득을 위한 3차원
획득/편집/처리/저작 기술
- 3차원 입체음향 획득/편집/처리/ 저작 기술

다시점 3DTV 핵심기술 개발

다수의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비디오 및 오디오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는 3차원 방송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홀로그래픽 3DTV 기반 디지털 비디오 기반의 홀로그래픽 3DTV 신호 생성, 압축 및
기술 개발 (~’
18)
재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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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3D 품질측정 장비 개발

연구내용(요약)
휴먼 펙터를 고려한 HD급 3D 영상의 품질 평가를 수행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3D 영상에 대한 휴먼 펙터를 고려한 피로도 유발 요인
분석
- 압축 및 전송오류로 인한 3D 영상 열화 측정 기술개발

초고화질 UHD 신호 (4K~8K)와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UHD콘텐츠 편집 및 재생을 카메라와 마이크 또는 외부장치로부터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위한 실시간 입출력 시스템 기술 무손실 압축 기법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디스크에 저장하고,
LCD 및 빔 프로젝터 등의 디스플레이와 다채널 스피커로
개발 (계속)
실시간으로 출력하기 위한 시스템 기술 개발
UHDTV 편집기 개발 (~’
16)
7

UHDTV
방송

UHD 콘텐츠를 대용량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실시간 화면편집
및 효과 처리가 가능한 비선형 편집기 개발

대용량의 초고선명 영상 및 다채널 오디오를 압축 부호화,
4K UHDTV 방송 시스템 개발 동기화/다중화하여 전송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기술
HDTV가 제공하는 화질보다 16배 선명한 초고선명 비디오와
8K UHDTV 방송 시스템 개발
10.1채널 이상 오디오 재현으로 현장감과 사실감을 향상
(~’
19)
시키는 8K급 UHDTV 방송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
UHD 프로젝터 개발

8

9

10

4K/8K 해상도의 비압축 초고선명 영상을 재현하기 위한
4K/8K급 UHD 프로젝터 기술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CAS
다중 콘텐츠에 대한 권한 인증 기술
방송 프로그램 기술개발
보호 기술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다중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방지 및 불법 콘텐츠 추적 기술
DRM /CP 기술개발
방송음향의 현장녹음 및 제작
방송 프로그램 고도화 기술개발
제작 및
편집기술
스케일러블 미디어 제작 툴
및 전송 시스템

다양한 디지털 TV 방송 프로그램의 고품질 다채널 음향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다채널 음향 콘텐츠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및 다채널 음향 제작 상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녹음/제작 핵심 기술 개발
다양한 방송 단말기에 동시 적용 가능한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한 툴과 전송 시스템 기술

다매체 플랫폼을 위한 능동형 Robustic한 콘텐츠정보의 생성 및 플랫폼간 이동 기술, 또한
방송 프로그램 ECG 기술 개발
이동시 단말정보를 고려한 ECG 변환 기술
검색기술
실감형 EPG 기술 개발
3D EPG 생성 및 전송, 처리 기술

※ 정보통신미디어사업(DTV/방송) 및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DTV/방송분야)의 10년도 예산은 498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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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효과

01

기술적 기대효과

■ 핵심·차세대 방송기술의 선제적 확보
●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 구축으로,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서비스 및 산업 선도국가 실현하고,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신규 방송통신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기술력 확보 및 관련 기기 시장 경쟁력 확대 노력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정보맞춤형, 정보창조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디지털방송 인프라와 미디어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세계 최고 기술 선도
● 방통융합 환경에서 디지털방송 이용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저렴하고, 손쉽게 제공
하기 위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반 기술 및 표준 개발
● 미래 방송기술에 대한 표준을 선도함으로써 미래 디지털라이프 사회구현에 필요한 원천 지적재산권
확보 및 기술선도

디지털TV/방송

■ 방송장비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방송산업 강국 실현
● 3D, UHD 등의 차세대 방송 및 방통융합 응용서비스 기술 및 단말·시스템·부품 상용화

기술의 동반 일류화를 통한 디지털 방송산업 세계시장 선도 및 시장 선점
● 차세대 방송장비의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가속화로 국내 방송장비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차세대 방송, 방통융합 응용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선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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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적 기대효과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역할 수행
● 디지털방송 기기 및 서비스 시장은 2015년에 18조 5천억원 규모로 성장
※ 기기시장은 DTV수상기, STB, 이동TV단말기, IPTV, 3DTV 및 UHDTV를 포함하였고, 서비스시장은 디지털
방송(CATV, 위성), 실감방송(3D, UHD), DMB, IPTV, Mobile IPTV를 포함
※ 출처 : ETRI 기술경제연구팀의 경제성분석 연구결과 (2010.2)

● 디지털방송 기기 및 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0조 6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7조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인원 85만명의 고용유발로 산업 활성화 및
세계시장 선도
▼ 디지털방송 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구 분

디
지
털
방
송

(단위 : 십억원, 천명)

2010

2011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국내 기기매출

11,420

11,546

11,891

12,417

13,081

14,288

74,643

국내 서비스매출

2,121

2,521

2,916

3,321

3,771

4,234

18,884

생산유발효과

23,223

24,139

25,420

27,029

28,952

31,825

160,588

부가가치유발효과

6,656

6,989

7,427

7,963

8,595

9,479

47,109

고용창출효과

124

130

136

143

152

165

850

■ 차세대 방송시장 점유 및 주도
● 실감방송(3D 및 UHD)은 콘텐츠 및 방송장비, 전송망 등 전방산업 시장은 물론 디스플레이, 셋톱
박스 등 후방산업까지 시장 성장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
● 실감방송(3D 및 UHD)의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2015년까지 총 8조 5천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조 1천억원, 연인원 5만 5천명의 고용유발이 전망되며 본격적인 본방송이 시작되면 시장의
빠른 성장 예상
● 실감방송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통한 관련 방송시스템의 해외 시장진출 등은 로열티 수입과
함께 차세대 방송시장 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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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방송 세계시장 확대 및 IT 수출품목 다변화
● 급성장하는 디지털 방송 세계시장 선점 및 방송장비, 디스플레이, 디지털 콘텐츠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기대
● 신규 서비스 활성화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하여, 중소기업 및 IT기업의 지속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 기술의 해외 진출과 이를 통한 시장 확장 및 관련 산업 규모 확대
●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장의 선점으로 기존 반도체, 휴대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품목의
다변화 가능

03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세계 최고수준의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
●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용자 중심의 멀티미디어 소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정보인’
을
초월하여‘정보생활인’
의 새로운 개념인 유비티즌(Ubitizen)으로 진화
● 단순히 보는 방송에서 방송을 이용하고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창출하는 방송으로 진화
디지털TV/방송

● 저전력 모바일TV 기술 확보와 현장감 높은 실감 통신환경을 통해 원격교육, 원격 화상회의, 원격
근무, 원격의료, 원격검침 및 제어 등 원격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동을 최소화하여 저탄소 사회
진입과 녹색성장을 이끄는 녹색서비스의 기반을 제공

■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
●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통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공익 정보제공 등 공공이익에 부합
● 디지털방송 서비스 사각지역 및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이나 사고시 신속한 구조와

복구가 가능하며, 정확한 위치정보에 의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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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붙 임] 참여 전문가 명단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김대진

연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김진웅

연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이수인

연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류원

연

5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백종호

연

6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이석필

연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고순주

연

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역

송찬호

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임

전준표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임

한상희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임

이병화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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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요용어 및 약어해설
[A]
● ACTS : 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y & Services
● ARIB :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
● ATSC :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 AUI : Advanced User Interaction

[C]
● cIDf : content ID forum
● CMTS : 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D]
● DVB : Digital Video Broadcasting

[E]
● EQAM : Edge QAM

[F]
● FTV : Free view-point TV
디지털TV/방송

[G]
● GBPS : Giga Bit Per Second
●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GOPS : Giga Operation Per Second
● GPRS :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 GPU : Graphic Processing Unit
● GSM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H]
● HVC : High-performance Video Coding

[I]
● IST :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L]
● LCD : Liquid crystal display
● LED : Light-emitting Diod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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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방송
[M]
● MAC : Media Access Protocol
● MPEG :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 M-UX : Mobile User eXperience
● MVC : Multi-view Video Coding

[P]
● PCB : Printed Circuit Board
● PBS : Personal Broadcasting System
● PDP : Plasma Display Panel
● PHY : Physical Layer

[S]
● SMPTE :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 SoC : System On a Chip
● STB : Set-Top Box

[W]
● WWR : Worldwide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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