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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실감방송․미디어 기술은 방송 및 유무선 통신망을 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된
실감미디어를 시공간과 기기에 제약없이 지능적으로 제공해주는 기술로서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미디어 부호화,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을 포함

- (UHDTV) 4K(3840×2160) 또는 8K(7680×4320) 해상도, 고프레임율, 광시야각, 광색역계, 및
고명암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 비디오와 다채널/다객체 오디오를 통해 사실감과 현장감
있는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IP 기반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IBB 서비스,
모바일 방송, 재난방송, 5G연동 융합방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초고품질 실감방송 기술
- (디지털 라디오) 부족한 라디오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사실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고품질 입체 음향 서비스와 교통, 여행, 기상정보 등 다양한 라디오 서비스뿐만 아니라
브로드밴드망과의 연동을 통한 하이브리드 슬라이드쇼, SPI와 같은 부가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재난 시 이동통신망이 무용화된 상황에서도 재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감방송 기술
- (몰입형 미디어 방송) 사실감 및 현장감을 제공하는 VR/AR/XR 몰입형 미디어를 통해 고품질의
3차원 가상공간 또는 현실 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물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실감
인터랙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자연스럽게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실감방송 기술. 본
기술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현실과 동일한 3차원 실감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요소
기술
- (실감미디어 부호화) 사실감, 현장감, 몰입감, 입체감을 극대화하여 시청자에게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클라우드, 라이트필드, 홀로그램과 같은 6DoF 입체공간
비디오/이미지, 6DoF 몰입형 오디오, 초고화질 평면 비디오 등의 실감미디어를 품질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량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호화하거나,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머신비전에 필요한 특징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압축하는
기술
-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사용자에게 사실감, 현장감, 몰입감이 극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감미디어 및 몰입형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전송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용량의 미디어를 지연이 거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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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방송·미디어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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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JTC1 SC29 구조조정에 따른 JTC1 SC29 WG11(MPEG)의 재편
¡ JTC1 SC29 재편 배경 및 결과
- JTC1 SC29 WG11(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지난 40년동안 비디오, 오디오로
대표되는 멀티미디어 신호에 대한 압축부호화 및 시스템 기술을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비디오 부호화의 경우 ITU-T SG16과 공동작업팀(Joint Team)을 구성하여 AVC, HEVC, VVC
등을 표준화를 진행
- 2018년 하반기부터 WG11(MPEG)이 Working Group 레벨로는 규모가 너무 크고 참석자 수가
매회의마다 300명 이상에 이르므로 새로운 SC로의 승격 또는 SC29내의 WG로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
- 2020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제37회 SC29 회의를 통해 WG11을 폐지하고
SC29산하에 8개의 WG과 5개의 AG(Advisory Group)으로 재편됨
- WG11내의 Subgroup들(Requirements, Systems, Video, Audio, 3DGC 등)이 WG(Working
Group)와 AG(Advisory Group)로 승격
¡ JTC1 SC29 재편 내용
JTC1 SC29, Coding of audio, picture, multimedia and hypermedia information
개편전
WG/AG
WG1

Title
Coding of Still Picture
(JPEG)

Coding of Moving
WG11

Pictures and Audio
(MPEG)

개편후
WG/AG
WG1

Title
Coding of Digital Representation of
Image (JPEG)

WG2

MPEG Technical Requirement

WG3

MPEG Systems

WG4

MPEG Video Coding

WG5

MPEG Joint Video Coding Team(s)
with ITU-T SG16

WG6

MPEG Audio coding

WG7

MPEG 3D Graphics coding

WG8

MPEG Genone coding

WG11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udio
(MPEG)

AG1

Advisory group on management

AG2

MPEG Technical coordination

비고
유지

WG11내
subgroup이
WG로 승격

폐지
유지
신설
WG11 Liaison

AG1

Advisory group on
management

AG3

MPEG Liaison and communication

subgroup이
AG로 승격

AG4

JPEG and MPEG Collaboration

신설
WG11 Test

AG5

MPEG Visual quality assessment

subgroup이
AG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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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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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초고해상도(4K/8K) UHDTV 등과 같이 기술 및 서비스 로드맵이 결정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개발을 통한 기술과 표준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산업환경과 메타버스로 인해 촉발된 현실과 가상의 공존 환경에서
현실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하여 가상공간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필요한 몰입형 미디어
(VR, AR, 3DoF+/ 6DoF, 홀로그램 등)의 중요성 증대
- 상기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표준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실감방송 미디어 표준개발의 추진전략은 “선도경쟁공략”으로 설정
< 표준화 목표 >

[UHDTV]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지상파기반 UHDTV 응용 서비스,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의 표준
개발을 통해 매체별 차세대 방송 서비스 제공 추진

∼ 2024년

8K UHD 방송 서비스, 5G망 기반 UHD 방송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표준화 추진

∼ 2026년

방송융합망 기반 UHD 방송 응용 서비스 등 방송·통신 융합 응용 서비스 표준화 추진

[디지털 라디오]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FM 라디오와 이동통신망을 연동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및 SPI 서비스 표준 개발

∼ 2024년

FM 라디오와 이동통신망을 연동한 객체 기반 immersive 오디오 서비스 표준 개발

[몰입형 미디어 방송]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통신망 또는 방송망 등 다양한 매체기반(연동형/비연동형)기반 VR/AR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동시에 관련 요소기술 표준 및 다양한 VR/AR 응용 서비스 개발 추진

∼ 2024년

몰입형 미디어 획득/전송/재현 등 요소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함과 동시에 VR/AR 서비스를
위한 공통의 프레임웍 기술 및 응용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 2026년

VR/AR 기반의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 실증 추진 및 움직임 자유도를 극대화하는 몰입형
미디어 응용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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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 부호화]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3DoF+ 몰입형 비디오 신호의 부호화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국
제표준화를 2021년까지 추진
- 비디오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에 대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2020년까지
추진하고, 기하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에 대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2021년까지 추진
- 라이트 필드 이미지 부호화에 대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2021년까지
추진

∼ 2024년

- 6DoF 비디오, Dense Light Field 등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2023년까지 추진
-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렌더링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2024년까지 추진
- 기하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표준화(V.2)를 2023년까지 추진하고, 비디오 기반 Mesh
압축 표준화를 2024년까지 추진
- JPEG Pleno 포인트 클라우드 및 홀로그램 이미지 부호화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2024년까지 추진
-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2023년까지 추진
-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2024년까지 추진

∼ 2026년

-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2028년까지 추진

[실감미디어저장 및 처리기술]
구분

주요내용

- Point Cloud 기반 실감형/몰입형 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저장 포맷 및 스트리밍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중점 추진
∼ 2022년
- 초저지연, 대용량 미디어 처리 및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 처리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지속 추진
- Point Cloud, 3D Mesh 데이터 및 partial 6DoF 기반의 실감형/몰입형 미디어 저장 포맷
∼ 2024년
및 스트리밍, 사용자 시점 기반의 고품질 전송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중점 추진

∼ 2026년

- Real-time, Dynamic visual volumetric representation 기반의 PCC v2 및 6DoF 기반의
실감형/몰입형 미디어의 저장 및 스트리밍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중점 추진

24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표준화 기대효과
[UHDTV]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매체별 송수신정합 규격 기반의 UHDTV 서비스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인터렉티브 서비스,
재난방송 서비스, 모바일 응용 서비스 표준, 5G망 연동 융합 방송 서비스 표준 개발을 통해
UHDTV 기반 차세대 실감 방송 서비스 조기 실현
· UHDTV 방송 원천기술과 구체적인 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검증을 통한 핵심 원천 IPR 확보
및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방송 매체별 및 방송·통신 융합 UHDTV 방송 서비스 및 UHDTV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를
주도함으로써 향후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영향력 확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UHDTV 미디어 제작, 대용량의 저장 및 전송이 필요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에
대한 공통 기반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전체적으로 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타 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가능
· UHDTV 핵심장비에 대한 기술 조기 확보로 국외 기술 의존도 탈피
· 차세대 실감방송 장비의 조기 개발을 통한 방송장비의 국산화 및 세계 시장 진출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위성, IPTV 등 초고선명 및 고음질 UHDTV 방송 서비스의
상용화을 통해 전국민의 보편적 UHD 라이프 실현
· 지상파 UHDTV 방송을 통한 재난방송 시그널링 및 시스템 구축을 으로 대국민 재난 경보
및 안전 정보 제공
· 실감미디어의 보편 서비스를 통한 복지 사회 실현
[디지털 라디오]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USAC 오디오 코덱을 적용한 전송 방식 선정, 관련 IPR 확보 및 디지털 라디오 후발
국가로서의 약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DAB+는 국외에서 이미 상용 서비스를 제공 중이어서 상용 인코더 및 디코더가 출시되어 있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나, USAC을 적용한 DAB+ 인코더 및 디코더의 경우 국내 제품이
먼저 출시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아날로그 FM 방송보다 많은 프로그램과 채널, CD 수준의 고음질(5.1채널 음향)의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라디오 주파수의 부족 문제 해결 및 지역별 난청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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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의 디지털화를 통해 수신품질을 향상시키고 실내외, 이동수신시 깨끗한 수신환경을
보장하여 아날로그 라디오의 열악한 수신 상태 해결
· 하이브리드 라디오의 도입을 통해 음원과 관련된 이미지와 텍스트 및 웹, 그리고 재난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청취 만족도 증대
· FM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차량 단말 및 스마트폰과 같은 화면에 브로드밴드 망을 통해
광고나 프로모션 관련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여 방송사의 수익 증대를 통한 라디오 품질 개선
효과 기대
[몰입형 미디어 방송]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방송, 통신망 등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토대로 사용자가 화면 내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객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감 인터랙션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VR/AR/XR 요소기술 표준 IPR 확보
· 2~3년 내에 AR 서비스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 확보하며, 동시에 MR/XR로 이어지는
가상현실 요소기술의 국제표준화 견인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 유지 및 확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VR/AR 콘텐츠 제작, 전송 및 재현 분야의 관련 핵심기술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계 전반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초실감 메타버스로의 확장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가상현실에서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수익분배를 통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 기대
· 고품질 및 움직임 자유도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3차원 가상공간에서의 실감 인터랙션을
확장 제공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해 현실감을 공유할 수 있는 초실감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기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VR/AR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토대로 초실감 메타버스를 통해 시청자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넘어선 몰입감 및 사실감을 갖춘 몰입형 미디어를 사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교육, 의료, 체험 등 공공 서비스 분야까지도
확대 적용
·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기술을 통하여 고품질의 VR/AR 미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 실감미디어 서비스 실현과 동시에 몰입형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교육, 근무, Life
환경 제공
[실감미디어 부호화]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국내 산학연은 다년간의 비디오/오디오 부호화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및 이와 연계한
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 경쟁력을 축적한 상태로서, 이를 기반으로 몰입형 비디오/
오디오 부호화,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완전입체 홀로그램 이미지 부호화,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인공지능 기반 비디오/이미지 부호화에 대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
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분야 국가 기술 경쟁력 유지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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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신규 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실감방송·미디어 서비스 분야에 진입하길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해당분야 핵심 기술 및 국제표준 반영을 통해 확보된 IPR을 지원하거나
또는 활발한 산·학·연 기술 교류를 통한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성숙도를
높여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국내 방송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장비산업 강화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실감미디어 부호화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실감방송·미디어 응용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감, 현장감, 몰입감, 입체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민 누구에게 쉽고 안전하게 제공
[실감미디어저장 및 처리기술]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과 관련된 주요 요소기술들에 대하여 산업계, 학계 및 연구
기관의 개발 기술과 연계하여 국내외 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 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기술로 확보한 국제표준 IPR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학연 교류 모델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표준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대용량의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초저지연 처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빠르게 대용량화 되고 있는 실감미디어를 고가의 장비 없이 저가격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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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실감방송·미디어 서비스 기술들 중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외 표준화 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을
서비스 분야별로 분류한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과, 실감방송 및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공통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기술인 ‘실감미디어 부호화’와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을 포함하는 다섯 개의 중분류로 구성
- ‘몰입형미디어방송’, ‘실감미디어부호화’,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들의 표준화 항목은
메타버스 서비스나 플랫폼 환경에서 음향 및 영상 등으로 구성되는 실감미디어를 처리하기
위한 요소기술로 활용 가능함
<실감방송·미디어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특성

중점
항목

AMWA
네트워크 네트워크 미디어기반 방송제작 장비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NMOS,
미디어기반 개방형 제어 및 관리 기술 표준
VSF,
방송
- 네트워크 미디어 장비 발견 등록 표준
SMPTE
제어/관리
- 네트워크 제어 기술 표준
TC-32NF,
기술 표준
- 네트워크 미디어 모니터링 및 보안 기술
W3C

⑤

O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
표준

케이블 방송 고품질 양방향 콘텐츠 전송을 위한 동일채널 ITU-T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 표준
SG9,
- 케이블기반 In-band1 Full-Duplex 전송 규격
SCTE,
- 주파수 사용 시나리오 검토
CableLabs

②

O

위성기반
UHDTV
송수신
정합 기술
표준

위성 기반 고품질 UHD 방송을 위한 송수신 기술 표준
ITU-R
- 위성 기반 베이스밴드(변복조, 채널 부/복호화 등) 전송
SG4/SG6,
표준
DVB
- 위성 UHD 미디어(비디오, 오디오 등) 압축 및 전송 시스템
TM-S2/
표준
CM-UHDTV
- 위성 기반 UHD 미디어 신호 (HDR, 8K UHD) 표준

⑤

X

표준화 항목

UHD
TV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지상파기반
지상파 기반 UHDTV 모바일 재난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UHDTV
- 지상파 기반 UHDTV 모바일 재난경보방송 송수신 정합
모바일
표준
재난경보
- 지상파 기반 UHD 모바일-5G 연계 하이브리드 재난경보
서비스
서비스 표준
기술 표준

ISO
TC204,
ATSC,
TISA

⑤

X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TTI
서비스
기술 표준

ISO
TC204,
ATSC,
TISA

⑤

X

지상파 기반 UHDTV 모바일 TTI(여행교통정보) 서비스 기술
표준
-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TTI 송수신 정합 표준
-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TTI 응용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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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내용

Target
SDOs

표준화
특성

중점
항목

지상파 기반 UHDTV 모바일 초고정밀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표준
- 지상파 기반 UHDTV 모바일 초고정밀위치정보 송수신
정합 표준
- 지상파 기반 UHDTV 모바일-5G 연계 초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표준

ISO
TC204,
ATSC,
TISA

⑤

X

지상파 방송망 기반 UHDTV 재난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상파기반 전송, 프로토콜, 시그널링, 다중화 등 송수신 정합 및 서비스
UHDTV
운영에 관한 기술 표준
재난방송 - 지상파 UHDTV 기반 재난경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송수신
- 지상파 UHDTV 기반 재난경보서비스 운영 및 구현 가이드
기술 표준
표준
- 지상파 UHDTV 기반 장애인 재난경보서비스 표준

ITU-R
SG6,
ATSC
TG3

⑤

O

지상파기반
모바일
UHDTV
송수신
기술 표준

지상파 방송망을 통하여 UHDTV 기반 모바일 TV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복조, 전송 프로토콜, 시그널링, 부복호화 등
송수신 정합에 관한 기술 표준
- 지상파 UHDTV 기반 모바일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ITU-R
SG6,
ATSC
TG3

⑤

X

지상파방송/
이동통신
융합 기반
UHDTV
송수신
기술 표준

지상파방송망과 이동통신망간 동기화 및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동 기술과 융합송수신 정합에 관한 기술 표준
- 지상파 UHDTV와 5G-MBMS의 융합 전송을 위한 송수신
정합 표준
- 지상파방송망과 이동통신망간 동기화 및 연동을 위한 융합
서비스 표준

ITU-R
SG6,
ATSC
TG3,
3GPP
RAN1

⑤

X

인터랙티브
서비스
송수신
기술 표준

매체별 방송망과 브로드밴드망을 통해 UHDTV 방송과 ATSC
연동되는 인터렉티브 부가응용 서비스를 위한 송수신 기술 TG3,
HbbTV,
표준
W3C,
- 인터렉티브 부가응용 서비스 송수신 표준
CTA
- 인터렉티브 부가응용 서비스 콘텐츠 표준
- 인터렉티스 부가응용 서비스 미디어 전송 및 코덱 표준 WAVE

⑤

X

표준화 항목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초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표준

케이블기반
케이블 기반 UHD 콘텐츠 전송과 관련된 변복조 기술, 채널
UHDTV
부복호화 기술 및 전송프로토콜 등의 전송 요소기술 표준
송수신 정합
- 디지털 케이블 UHDTV 송수신 정합
기술 표준

SCTE,
DVB

⑤

X

지상파 기반 UHD 콘텐츠 전송과 관련된 변복조, 전송
지상파기반
프로토콜, 시그널링, 부복호화 등 송수신 정합 및 서비스
UHDTV
운용에 관한 기술 표준
송수신 정합
-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기술 표준
- 지상파 UHDTV 방송 기반 데이터 서비스 표준

ITU-R
SG6,
ATSC
TG3

⑤

X

⑤

O

하이브리드
디지털
라디오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ETSI
방송망 및 통신망을 활용하여 슬라이드쇼 및 SPI 콘텐츠를
Broadcast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DAB,
-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표준
RadioDNS
- 하이브리드 라디오 SPI 서비스 표준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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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표준화
특성

중점
항목

디지털
라디오
송수신
정합 기술
표준

ETSI
디지털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송수신 정합 Broadcast
기술 표준
DAB,
- 디지털 라디오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WorldDAB
TC

⑤

X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ETSI
교통, 여행, 기상, 증권, 재난 등 다양한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Broadcast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기술 표준
DAB,
- 디지털 라디오 방송 교통 및 여행정보 서비스 표준
WorldDAB
- 디지털 라디오 방송 기상정보 서비스 표준
TC

⑤

X

통신망 및 IP망 등 다양한 네트웍 환경 기반 AR 응용
AR 서비스
서비스 기술 표준
프레임워크
- AR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프레임워크 구조
기술 표준
- AR 미디어 송수신 및 부가서비스 표준

ETSI
ISG
ARF,
JTC1
SC29
WG3/7

⑤

O

360도
전방위
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통신망 또는 방송망 등 다양한 매체 기반(연동형/비연동형)
360 VR 미디어 서비스 기술 표준
- 360 VR 미디어 신호 및 송수신 정합 표준
- 360 VR 응용서비스 프레임워크 규격

JTC1
SC29,
3GPP
SA4
ATSC
TG3

⑤

X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전방위 뷰를 제공하는 3DoF(Degree of Freedom)부터 제한된
입체 공간에서 6DoF 까지의 자유도를 제공하는 몰입형
비디오(Immersive Video)의 부호화 및 전/후처리 기술 표준
- 3DoF/3DoF+ 부호화 및 전/후처리 표준
- 6DoF, Dense Light Field 부호화 및 전/후처리 표준

JTC1
SC29
WG4

⑤

O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VR/AR 환경에서 사용자의 상호작용 하에 음장감 및 몰입감을
사실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채널/객체/HOA신호를 대상으로 한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및 렌더링 기술 표준
- 6DoF 오디오 메타데이터 부호화 및 렌더링 기술 표준

JTC1
SC29
WG6

⑤

O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위치 정보, 컬러, 노멀, 투명도 등
다중속성정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표현 하고 압축하는 기술 표준
-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 표현 표준
-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 파일 포맷 표준
- 비디오 기반 메시 데이터의 압축 표준

JTC1
SC29
WG11

⑤

O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3차원 입체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표현 방법 및 부호화 기술
표준
- 라이트 필드 이미지 부호화 표준
- 정적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표준
- 홀로그램 이미지 부호화 표준
- 3차원 영상 화질 평가 표준

JTC1
SC29
WG1

⑤

O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
미디어
부호화
기술

Target
S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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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내용

Target
SDOs

표준화
특성

중점
항목

머신비전(기계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한 이미지/비디오 압축
및 복원 기술 표준
- VVC 대비 임무수행 정확도 기준 이미지/비디오 압축률
향상을 위한 VCM(Video Coding for Machine) 표준
- 기계 및 인간을 위한 하이브리드 기계-휴먼 지향
이미지/비디오 압축 VCM 표준

JTC1
SC29
WG2

⑤

O

인공지능 및 신호처리 기반으로 VVC 대비 주관적 화질 기준
인공지능
압축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비디오 압축 및 복원 기술
기반 비디오
표준
부호화
- 인공지능
및
신호처리
기반
차세대
비디오
기술 표준
부호화(Post-VVC) 표준

JTC1
SC29
WG5

⑤

O

⑤

O

표준화 항목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에 대한 효율적인 표현 방법 및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부호화
- 학습기반 이미지 표현 방법에 대한표준
기술 표준
- 학습기반 이미지 부호화 표준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JTC1
SC29
WG1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표준

Point Cloud, Mesh 등과 같은 입체형 데이터 및 몰입형
실감 미디어를 전송/저장하기 위한 기술 표준
- V3C 및 V-PCC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표준
- G-PCC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기 위한 표준

JTC1
SC29
WG3

⑤

O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
처리 기술
표준

Cloud, NFV 등 네트워크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활용한
미디어처리 기술
-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 미디어 처리
인터페이스 표준
- 초저지연, 대용량 미디어 응용 서비스 등을 위한
미디어 처리 구성/제어 표준
- 미디어
처리를
위한
워크플로우,
메타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JTC1
SC29
WG3

⑤

X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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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TV]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UHDTV 표준화 기술 중 국제 및 국내표준화가 완료 단계에 있어
향후 표준화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지상파/케이블/위성 기반 UHDTV 송수신 정합’,
‘지상파기반 모바일 UHDTV 송수신 기술’, ‘인터랙티브 서비스 송수신 기술’ 등과 현재 표준화
추진이 구체적이지 않은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재난경보서비스 기술 표준’,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TTI서비스 기술 표준’,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초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지상파/이동통신 융합기반 UHDTV 송수신 기술’ 등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표준) 차세대 방송제작 기술이 기존 SDI 기반
방송제작 체계에서 개방형 IP 기반 방송제작 방식으로 진화함에 따라 유럽 및 북미 방송 표준화
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전략 로드맵을 만들어 표준화 개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네트워크 미디어 장비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개방형 제어 및 관리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관련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송수신 기술 표준) 북미 케이블 MSO에서 기술 수요 제기 이후
북미 케이블 방송 표준화 단체인 CableLabs에서 표준화가 진행되어 케이블전송 사실표준인
DOCSIS 4.0에 Full-Duplex 송수신 기술이 주요 기술로 포함되었으며 ITU-T에서도 공적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북미 최대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Comcast는 최근 Full-Duplex
기술에 대한 랩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HFC 토플로지에 대한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검증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표준 활동이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지상파 UHDTV 방송망을 통한 재난경보
방송서비스는 국내에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범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송수신 정합, 서비스 시나리오, 가이드라인 등 관련 표준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또한,
북미에서는 ATSC 3.0 표준 기반의 차세대 방송서비스 도입과 동시에 기본 서비스로서 재난경보
방송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디지털라디오]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국내 디지털 라디오 도입 방식 선정 및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FM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FM 방송망을 통해서는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
통신망을 연동하여 보이는 라디오 제공이 가능한 고화질 슬라이드 쇼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가이드(SPI)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부가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술로,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표준화 및 상용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FM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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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형미디어방송]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단순한 체험으로 제한되던 가상현실은 사용자가 가상세계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부상함에
따라 VR/AR 몰입형 콘텐츠가 5G 이동통신 상용화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확산과 동시에 미디어
시장에서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ETSI ISG ARF에서는 다양한 AR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 프레임 워크 및 기능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메타버스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실감미디어부호화]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3DoF+/6DoF 비디오에 대한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6DoF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JPEG의 JPEG Pleno 표준화에서 진행
중인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에 대한 이미지 부호화를 다루는 완전입체 부호화
기술, MPEG 표준화에서 탐색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전방위 뷰를 제공하는 3DoF부터 제한된 공간에서 6DoF까지의
자유도를 제공하여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몰입형 비디오(Immersive Video)(단일 360 비디오, 복수의
360 비디오, 복수의 2D 비디오, 라이트 필드 등)의 압축 기술 및 압축을 위한 전/후처리 기술로서,
JTC1 SC29 WG4(MPEG Video Coding)의 MPEG-I Visual 그룹에서는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가
진행 중(단일 360 비디오 부호화는 JTC1 SC29 WG5(JVET)의 VVC 표준 범위에 포함되어 표준이 완료됨).
MPEG-I Visual 그룹에서는 몰입형 비디오의 단계를 자유도의 범위에 따라서 3DoF, 3DoF+, 6DoF,
Dense Light Field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2019년 3월 제네바 회의에서 3DoF+의 CfP에 대한
제안기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WD가 진행되었으며(2021년 4월 ISO/IEC 23090-12–MPEG
Immersive Video DIS 진행), 2021년 7월 FDIS 발간으로 표준화 완료(예정). 특히, 이를 확장하여
6DoF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VR/AR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몰입형 오디오 기술개발을 위해
JTC1 SC29 WG6 (MPEG Audio Coding)에서는 MPEG-I Part 4에서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Immersive
Audio Coding)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21년 4월 제3차 WG6 회의에서 기술제안요구서(CfP)를
승인하여 본격적인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몰입형 비디오 표준 기술의 중심기술로 급부상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은 JTC1 SC29 WG11에서 V-PCC, G-PCC 등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V-PCC, G-PCC 표준 모두 2021년 IS로 공표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V-PCC 표준의 경우
기존의 HEVC 비디오코덱을 재사용하는 등 AR/VR 분야에 활용성이 높은 표준으로 판단되고,
2021년부터는 비디오 기반 메쉬 등 새로운 그래픽 데이터의 압축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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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은 현재 JTC1 SC29
WG1(JPEG)에서 JPEG Pleno라는 이름으로 3차원 공간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 방식인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1년 4월에 라이트 필드 부호화에 대한
표준이 IS 발간으로 완료되었고, ‘21년 4월에 홀로그램에 대한 기술제안요구서(CfP)가 승인을 통해
홀로그램과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표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영상감시, 공장자동화 등과 같은 비전
응용이 점점 본격화됨에 따라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영상을 이해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음. 전통적인 비디오 부호화는 사람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는 영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무 수행을 위한 영상
이해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새로운 부호화 방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JTC1 SC29 WG11(MPEG)에서는
2019년 7월부터 VCM AHG을 결성하여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JTC1 SC29 WG2(MPEG
Technical Requirement)에서 본격적인 표준화를 위한 기술 탐색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산학연에서 관련 표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설정
-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인공지능 핵심기술 중 하나인 심층신경망(DNN)을 이용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JTC1 SC29 WG5(JVET)에서 2020년에 제정한 VVC에도
다수의 신경망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들이 기고된 바 있으며 일부 기술이 VVC 표준기술로 채택됨.
이에 JVET에서는 심층신경망(DNN) 기술을 활용하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에 대한 AHG을
2020년 7월에 결성하였고, 추가로 2021년 1월에는 전통적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AHG를
결성하였음.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산학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Deep learning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이에 JTC1/SC29/WG1에서는 2020년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하는 차세대 이미지
부호화 표준에 대한 AHG을 결성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부호화 기술을 표준으로
진행하는 중이며 더 나아가서 영상처리 기술인 de-noising, low-light enhancement, color
correction 등에 관한 기술도 표준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한 컴퓨터비전 기술인 영상 검색과 분리,
얼굴 인식과 탐지, 행동 인식 등에 관한 기술도 표준으로 진행 중.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산학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실감미디어저장 및 처리기술]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JTC1 SC29 WG3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감 미디어 관련
시스템 기술 중 저장/전송 포맷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표준) JTC1 SC29 WG3에서 진행되고 있는 MPEG-I 표준화에서
Point Cloud 기반의 실감형/몰입형 미디어를 전송/저장하기 위한 PCC System 표준화가 진행
중. Point Cloud Compression 기술에 따라 Carriage of V3C Data (ISO/IEC 23090-10)와 Carriage
of G-PCC Data (ISO/IEC 23090-18) 등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AR/VR
응용 서비스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전자는 21년 4월에
FDIS가 완료되었으며, FDAM이 22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후자는 21년 10월에 FDIS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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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UHDTV]
- Ver.2020(2019년)에서는 ‘지상파기반 모바일 UHDTV 송수신 기술’과 ‘IP기반 케이블 UHDTV
송수신 정합 기술’의 표준화 추진이 마무리 단계 또는 미 활성화의 사유로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하고, ‘케이블기반 콘텐츠 CA/DRM 기술’과 ‘지상파기반 UHDTV 콘텐츠 보호 기술’은
표준화 완료로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하고, 매체별 UHDTV 응용 서비스 중심의 표준화 추진에
집중하여 추진
- Ver.2021(2020년)에서는 ‘위성기반 UHDTV 송수신 정합 기술 표준’의 표준화 추진이 마무리
단계의 사유로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하고, 매체별 UHDTV 응용 서비스 중심의
표준화 추진에 집중하여 추진
- Ver.2022(2021년)에서는 ‘인터랙티브 서비스 송수신 기술’과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재난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TTI서비스 기술 표준’,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초고정밀위치정보 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추진이 마무리 단계 또는 미활성화의 사유로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하고, ‘IP기반 방송장비인터페이스 기술’은 표준화 완료 단계로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하고, UDHTV 응용 서비스 중심의 표준화 추진에 집중하여 추진
[디지털 라디오]
- Ver.2020(2019년)에서는 국내 FM 방송망 환경에서의 제공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 쇼 및 SPI 서비스 표준화에 초점
- Ver.2021(2020년)에서는 국내 FM 방송망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및 SPI 서비스 표준화에 초점
- Ver.2022(2021년)에서는 국내 FM 방송망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및 SPI 서비스 표준화 완료 및 FM 라디오와 이동통신망을 연동한 객체 기반
immersive 오디오 서비스 표준화 전략 수립
[몰입형 미디어 방송]
- Ver.2020(2019년)에서는 DVB CM-VR에서 360도 VR 방송서비스 표준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360도 전방위 방송 송수신 기술’ 항목을 제외하였으며, ‘360도 전방위
비디오 전송기술’ 항목은 MPEG-I Part 2 OMAF 360 VR 저장 포맷 표준화 그룹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의 ‘실감미디어 저장포맷 기술’의 하나의
표준화 내용으로 포함. 이에 따라 현재 ETSI ISG ARF에서 증강현실에 대한 요구사항,
시나리오 및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화가 논의됨에 따라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하나의 신규 항목에 대한 표준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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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2021(2020년)에서는 ETSI ISG ARF에서 증강현실 서비스를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본격적인 관련 요구사항 및 구조/요소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로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술/표준 수준을 고려할 때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세부 표준화
전략 수립
- Ver.2022(2021년)에서는 ETSI ISG ARF에서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및 공통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화와 동시에 세부적인 AR 서비스 기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술/표준 수준을 고려할 때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세부 표준화 전략 수립
[실감미디어부호화]
- Ver.2020(2019년)에서는 중분류 명칭을 ‘실감미디어 부호화 및 저장포맷’에서 ‘실감미디어
부호화’로 변경하여 미디어 부호화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미디어의 유형을 오디오, 비디오
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JTC1 SC29 WG1(JPEG)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에 대한 이미지 부호화를 다루는 ‘완전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실감미디어 저장포맷 기술’은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중분류로 이전
- Ver.2021(2020년)에서는 JTC1/ITU-T JVET에서 표준화 중인 VVC 표준이 2020년에 제정될
예정임에 따라 ‘실감형 비디오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하고, MPEG에서 표준화
탐색 과정을 진행 중인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과 ’신경망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을 신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실감형 비디오 기술 표준‘에서 다루었던 VVC(Versatile Video Coding)
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하고, JTC1 SC29 WG1(JPEG)에서 JPEG AI 표준화가
시작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신경망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은 ‘인공지능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으로 명칭 변경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 Ver.2020(2019년)에서는 기존 스마트방송 및 클라우드 미디어분야의 유일한 중점 표준화
항목인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 처리 항목과 실감미디어 부호화 및 저장포맷 분야 중 저장포맷에
해당하는 실감미디어 저장 포맷 항목을 실감미디어를 위한 시스템 기술로 새롭게 분류. 이에,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을 중분류로 신설
- Ver.2021(2020년)에서는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에 대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유지하되
실감미디어 저장 포맷 기술 표준 항목을 실감미디어 전송 포맷까지 포함하는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표준으로 변경
- Ver.2022(2021년)에서는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에 대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유지하되
주요 표준화 내용을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실감형/몰입형 미디어의 저장/전송 포맷까지
포함하도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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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방송·미디어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Ver.2021

P기반 방송장비
인터페이스 기술

IP기반 방송장비
인터페이스 기술 표준

-

-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

UHDTV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미디어
부호화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
제어/관리 기술 표준

케이블기반 In-band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 표준 Full-Duplex 송수신 기술 표준

위성기반 UHDTV
송수신 정합 기술

-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응용서비스 기술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재난
경보서비스 기술 표준

-

-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TTI서비스 기술 표준

-

-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초고정밀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표준*

-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디지털 라디오

Ver.2022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송수신 기술 표준

인터랙티브 서비스
송수신 기술

인터랙티브 서비스
송수신 기술 표준

-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실감미디어 저장포맷 기술 항
목에 포함하여 진행)

-

-

실감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

-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완전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완전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완전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

기계를 위한
*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

신경망기반 비디오
*
부호화 기술 표준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

-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
기술 표준

실감미디어 저장포맷 기술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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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UH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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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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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형 미디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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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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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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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 ‘신사업 전략지원 TF’를 발족하고 5개의 작업반을
발족[2021.4]
· 메타버스 작업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육성을 위한 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대중과 소통하는 비대면 인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202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증강현실(VR․AR) 등 가상융합기술(XR)이 산업구조 혁신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가상융합경제’ 실행을 위해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추진[2021.2]
· 공공·산업 중심의 선도형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XR 연합체(얼라이언스) 구축 및
활용, 대국민 XR 저변 확산 등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가상융합
기술 활용 확산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강화 ▲핵심기술 확보(R&D) ▲전문인력양성
▲제도·규제 정비 등 5대 기능을 중심으로 총 2024억원 투입
-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가상융합 경제
경제적 파급효과 30조원 달성’, ‘세계 5대 가상융합경제 선도국 진입’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2대 실행과제 마련[2020.12]
· 그간의 콘텐츠산업 육성중심의 정책을 경제산업 전영약의 가상융합기술(XR) 수요 반영한
경제발전 정책으로 확대 추진
· 국내산업의 강점/특성과 가상융합기술(XR) 활용효과를 고려한 6대 산업 ‘가상융합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대 핵심서비스 중의 하나인 실감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가동 [2019.4]
· 과기정통부는 5G로 촉발된 시장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5G 기반의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15개 내외 과제, 88억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32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
· ‘실감콘텐츠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실감콘텐츠 활성화 실행계획’를 논의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약 2천 5백억원 투입하여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수립 계획 [2020.3]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VRㆍAR 분야의 다양한 우수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AR/VR 콘텐츠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사업 공고 [2020.3]
· AR/VR 등 실감콘텐츠 제작 및 신시장 창출을 본격 지원을 위한 ‘5G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프로젝트’ 사업 공고 [2020.2]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정부 구현의 핵심이 될 멀티 클라우드- AR/VR/MR
기술들을 아우르는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 선정 [2019.2]
- 과기정통부, 지자체와 공공 와이파이 확산 협약 [2018.4]
· 과기정통부와 17개 지방자체단체는 2018년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서 승객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 구역을 확대하는 협약 발표
- 과기정통부, IoT를 위한 추가 주파수 할당 발표 [2018.3]
· 과기정통부는 고용량 IoT로 주로 고속 와이파이가 사용하고 있는 5㎓ 대역에서 일부 대역의
출력 한도를 상향
· 저용량 IoT를 위한 1㎓ 이하 대역에 추가 주파수 할당
- 교육부는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가
적용된 초중교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 [2018]
- 산업통상자원부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지능정보기술(VR/AR, AI, IoT, 빅데이터, 핀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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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

-

-

글로벌 기업화 함께하는 기술혁명(TRT) 프로젝트 진행 [2017.5]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인체유해성 및 성능평가가 포함된
10대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와 이를 조기 상용화가 위한 전략 발표 [2017.2]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하여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산업화 속도와 표준 완성도를 종합․분석하여 3개 영역별 맞춤 전략 추진 [2016.7]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 K-ICT 전략을 수립하고,
UHD(실감미디어), 디지털콘텐츠(실감형 VR, 디지털 공연/전시)가 포함된 10대 전략산업
선정 [2016.5]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략적 ‘ICT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2016년 연구 개발사업 종합 시행
계획’을 발표 [2015.12]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콘텐츠 분야 실감형 VR 개발을 K-ICT 9대 산업 전략분야로 선정하였으며,
문체부와 공동으로 가상현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5대 선도 프로젝트’ 시작 [2016.2]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2015.12]
· 지상파 UHD 도입을 위해 700㎒대역 5개 채널(수도권, 광역시권) 공급과 2021년까지 기존
DTV 대역 채널재배치를 통해 전국 시·군 지역에서 필요한 채널을 확보하여 주파수를 공급
· 1단계(2017.5) 수도권을 시작으로, 2단계(2017.12) 광역시권 및 강원권, 3단계(2021∼)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구역 확대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
[2020.12]
· 방송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촬성화 추진단을 통하여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전국 방송망 구축, 콘텐츠 확대, 수신환경 개선, 혁신 서비스 도입/확대 방안 제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실감콘텐츠를 포함한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
[2015.3]

미국

- 국방부는 국가안보 및 사회적 과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위해 ’22년까지 VR/AR/MR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1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
- 미국 연방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베테랑들의 PTSD 치료, 농업용
태양전지판 설치 교육을 위해 VR 기술을 도입
- 국방부에서는 AR 웨어러블 ‘HUD’를 이용, AR 개발에 많은 투자를 진행, 미군의 SCENICC
project는 AR 디스플레이 컨택트 렌즈 연구
- 미국은 군수 산업에 이은 제2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실감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
세계시장 70% 점유를 목표로 추진 중
·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국책 연구과제로 ‘3D 입체 영상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선정 및 추진 중
· VR 기반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응용에 초점을 맞추어 중장기 연구개발지원 및
응용분야 확산 노력, 특히 국방 분야 등 기술의 타 분야 적용이 확산
- 미국 국가조사위원회(NRC)에서 VR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 가상현실을 중장기 R&D 과제로
선정
- 방송·ICT 영역에서 최소 규제, 사업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하기 유리한 환경을 유지
- 연방재난안전청(FEMA)은 지상파기반 UHDTV 전송기술 및 모바일 전송기술을 전미 대상
재난경보서비스를 위한 중요 매체로 지정

일본

- ICT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VR/AR 산업에 대한 범부처적인 투자 수행, ‘Virtual Reality
Techno Japan’ 정책 시행 [2017～2018]
· 내각부는 물리공간에서의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활용 관점에서 VR/AR 기술 연구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선정 [2017.6]
· 총무성은 ‘2030 미래를 맞는 기술전략’을 발표하고 ’25년까지 안경형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청자가 자세를 바꾸는 등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도 입체상이 변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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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AR/VR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 발표 [2018.7]
· 경제산업성은 코로나 19 위기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과
가상공간을 통한 원격/비접촉/비대면 상태의 가치 제공 필요성을 위한 ‘산업기술비전 2020’
발표[2020]
- 총무성은 슈퍼하이비전(8K)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기존 일정을 당겨 2018년 위성을 통해
8K 본방송을 실시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4K·8K 방송을 정착하겠다고 발표 [2015.1]

유럽

- 각 국가별로 DRM/DRM+ 및 DAB/DAB+ 기술 중 주파수 현황과 디지털 라디오 정책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 표준으로 채택 중이나 유럽에서는 DAB/DAB+를 적용하는 국가가 증가 추세
[2021]
- EU는 Horizon 2020을 통해 산업 리더쉽 구축, 사회적 과제 해결, AR/VR 관심 촉발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AR/VR 미디어 활용 및 인터렉티브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VRTogether’ 프젝트 수행
[2017∼2020]
· AR/VR 환경 및 매플리케이션 내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을 목표로,
몰입형 오디오 기술 개발을 위한 ‘SONICOM’ 프로젝트 수행[2021 – 2025]
- 프랑스 정부지원 CNC 기금을 통해 AR 및 VR 제작자에게 현지 팀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자금 지원 [2017]
- 영국은 게임, 영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XR기술 융합 발전을 촉진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산업전략챌린지펀드와 예술인문연구지원회 지원을 받아 ‘창의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 운영[2018]
- 프랑스의 문화예술 분야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패션, 공연예술, 관광서비스
R&D 투자 등 총체적인 지원,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맞추어 UHD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 독일의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 및 창조산업 지원을 위한 ‘문화 및 창조경제
이니셔티브’를 시행.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교육연구부와 경제
에너지부를 주관부처로 지정하여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 IoT 등 9개 기술을 정의하고 R&D를
지원 중

중국

- 2020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 예정이고, 4K UHD 방송은 케이블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CCTV-4K 채널 송출 시작 [2018.10]
- ‘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선두주자 우위확보를 위한 현대 산업기술
체계 중점 구축분야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을 포함 [2018.12]
- 지역 산업 활성을 위한 AR/VR 활용 촉진 프로그램 가동
· 허난성은 5G용 AR/VR 콘텐츠, 플랫폼, 개발 도구 등 개발 지원하기 위한 ‘5G 산업
개발 실행 계획’ 정책 실시 [2019]
· 후난성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블록체인, AR/VR 등의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 개발을 위한 3개년 계획’ 발표 [2019]
· 베이징은 인공지능, AR/VR, 초고화질, 차세대방송 통신망 등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영상산업과 과학기술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한 ‘베이징 영화/TV 산업 번영 발전 촉진
시행 의견’ 정책 실시 [2019]
· 저장성은 디지털화와 함께 AR/VR/MT기반 몰입형 학슴 확산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
전략의 포괄성 실행에 관한 의견’ 정책 실시 [2018]
- 공업및정보화부, 라디오/텔리비전 관리국, China Media Group 등은 중국 4K UHD
비디오 산업 개발을 위한 4년 행동 계획을 발표 [2019.3]
- 공업신식화부에서는 VR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내 VR 산업수준과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간접적으로 담은 VR 산업발전 백서를 발간 [2016.4]
· VR 활용영역을 군사훈련, 게임, 의료, 산업영역, 교육 및 문화 5개 응용 영역으로 구분
· 정부 주도의 3개 정책 방향을 권고, VR산업발전 계획/VR산업 확대 및 응용 추진하여
VR 문화의 브랜드 구축 강화
· 2017년 초에는 ‘모바일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 촉진 관련 의견’을 통해 VR, 인공지능,
AR 등 핵심기술 분야의 발전 가속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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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UHDTV

디지털
라디오
기
술
개
발
단
계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미디어
부호화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기술
수준

87.9%
(선도
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UHDTV]
¡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표준) 개방형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은 IP 인프라 구축과 운용의 핵심기술로, 특정 기업 독점적인 기술을 임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KBS에서는 관련 표준화와 상호 정합실험 검증이 완료되면 개방형 표준 방송제작 체계로
전환할 계획임
- KBS, 테크온미디어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정의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통해
네트워크 미디어 간 방송 제어/관리 기술 중 비교적 안정적인 표준 기술을 구현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함
- 테크온미디어
· NMOS IS-04, IS-05 기술을 구현하고 관련 사업을 모색 중
- KBS
· 매년 증가하는 UHD 편성비율에 따라 신규 방송제작 인프라를 증설해야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IP 방송제작 기술 도입이 미완의 표준화와 디바이스로 인한 불안정성과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개념증명(POC)과 R&D를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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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송수신 기술 표준) 2017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TTA 및 ITU-T 등에서
국내외 표준화를 수행 중
- ETRI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R&D 과제 수행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을 확보하였으며, 동시에 ITU-T SG9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수행 중. 특히 2019년 3월 In-band Full-Duplex 송수신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최종 발표하였으며, 현재 전송규격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화 추진 및 주파수 사용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지상파 UHDTV 방송 기반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기술은 R&D 중심의 과제를 통하여 기존의 문자 중심에서 이미지, 동영상 클립,
HTML 파일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반의 맞춤형 재난경보 서비스로 개발 완료되었으며, 전국
시범서비스를 위한 적용 및 응용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ETRI
· ATSC 3.0 표준을 기반으로 단말 wake-up 신호 처리, 지역별/단말별/수신그룹별 맞춤형
서비스, 앱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 통신망 연동 양방향 서비스 등 다양한 지상파
UHDTV 재난방송 기술에 대한 기본이 되는 선행 연구 개발을 완료함
- 디지캡, 에어코드
· 기상청, 과기부 등 외부 발령 기관으로부터 발령되는 재난 정보를 지상파 UHDTV 방송
시스템으로 전송을 위한 재난 메시지 변환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상용화하였으며, 민방위
시스템을 연계하는 기능도 추가 개발 완료하여 시범서비스에 적용 중
- 로와시스
· 지상파 UHDTV 방송 기반의 재난정보(메시지, 이미지, 비디오 클립 등)를 온에어 수신 및
재현을 위한 셋탑박스를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으며, 본 기능을 포함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장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신 단말을 개발하고 있음
- 온품
· 지상파 UHDTV 재난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재난경보 메시지 및 이미지를 재현하는
전용수신기를 개발하였으며, 옥외전광판, 버스, 다중시설 등에 설치하여 재난경보 시범서비스에
활용 중
- 카이미디어, 클레버로직, 에이티비스
· 다양한 지상파 UHDTV 재난방송 서비스 및 송수신 장비들의 표준 적합성과 안정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및 시험 장비를 개발하여 상용화함
[디지털라디오]
¡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EBS와 CBS 등 일부 국내 라디오 방송사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FM 수신이 가능한 FM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중
- ETRI
· 2015년에 RadioDNS의 하이브리드 라디오 룩업 기능 검증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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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2018년에 스마트폰에 FM 수신 기능을 활성화하고 갤럭시 S9 이상 기종부터 FM 수신 앱
탑재
- LG전자
· 2018년에 스마트폰에 FM 수신 기능을 활성화 관련 앱을 제공하고 EBS와 FM 수신을
활성화 한 EBS 반디 앱을 탑재한 바 있음
- EBS
· 2018년에 미국 NAB로부터 FM 수신 API 라이센스를 득하여 삼성 및 LG 스마트폰에 FM
수신 및 하이브리드 라디오 기능 구현. 통신망을 통한 메타데이터는 EBS 자체 메타데이터
(방송내용, 선곡표, 도서정보) 및 다시듣기와 같은 콘텐츠를 전송하여 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비스 팔로잉 기능 제공
- CBS
· 2020년에 삼성과 LG와 협력하여 FM과 이동통신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앱인 레인보우
4.0을 개발하여 편성표, 보이는 라디오 및 다시듣기 기능 제공
[몰입형미디어방송]
¡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메타버스 부상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서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네트워크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21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AR/VR 등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본격 지원함에 따라
산·학·연 협동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
- 더에이치알더
· 2021년 6DoF(6방향 자유도) 기술과 서버구현으로 실감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XR기술 뿐만 아니라 전문적 설계가 포함된 기업 직무교육용 VR 실시간 강의
플랫폼 XR LIVE를 출시
- 현대건설
· 2021년 건설현장에서 작업환경 및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BIM기반의 AR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시공품질 관리기술 개발
- LGU+
· AR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스페이셜과 AR디바이스 전문 제조기업인
엔리얼(Nreal), Qualcomm과 손잡고 5G를 기반으로 하는 AR 협업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이며, 5G 이후 VR과 AR 콘텐츠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Google과 3차원 VR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자금 조성. 또한 CES 2019에서 Google과의 협업을 발표한 LG유플러스는
발표 당시 관련 기기의 마케팅과 유통을 위해서도 협업 조성. 2021년 미국의 AR·VR 협업
플랫폼 개발 기업 '스페이셜'과 함께 가상공간에서 각자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여해
텍스트로 채팅을 하고 아바타의 몸짓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상회의 솔루션을
개발 중
- MAXST
· 2012년부터 AR SDK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9년 SDK 5.0을 출시하였으며, 이미지 위에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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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올려 놓을 수 있는 기능(이미지 트래킹) 및 가상공간에 물체를 배치할 수 있는 비주얼
SLAM 기능 및 주변 환경을 반영한 사물 추적 기능을 제공. 2021년부터 증강현실로 현실 세계와
서비스가 연결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8가지의 AR/X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
- SKT
· 2019년 출시한 5G VR 서비스 Virtual social world를 이용해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가상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ES2020에서는 Jump AR 아쿠아 월드를 시연.
더불어 2020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볼류메트릭 기술을 토대로 106대의 카메라로 초당
60프레임 촬영을 하고 SKT의 T리얼 플랫폼의 기술을 접목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서비스 앱 '점프 AR'과 '점프 VR'을 출시
- KT
· 4K 고화질 콘텐츠 450편을 선보이고 스포츠, 리듬액션, 슈팅 등 다양한 장르의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8K VR 스트리밍 상용서비스 제공
- KTH T-커머스 채널
· KTH쇼핑은 KT와 공동으로 개발한 플랫폼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AR 뷰어’ 기술을 적용해
K쇼핑 가구, 가전, 리빙상품을 실제 공간에 미리 배치해볼 수 있는 ‘AR Market 3D 서비스’
개시
- ETRI
· 현장의 느낌을 사실감 있게 전달하는 12K의 파노라마 비디오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SK 프로야구 홈경기 실시간 파노라마 서비스를 위한 기술협력 중이며 사용자
움직임 자유도를 확대한 6DoF기반 360VR 획득 및 재현 기술 및 VR/AR기반 가상 직업훈련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중
[실감미디어부호화]
¡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5G 서비스 개시와 함께 SKT, KT 등에서 5G에서의
360/AR/VR 몰입형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ETRI 등에서는
관련 기기 및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MPEG-I Visual 표준화 일정에 따라 삼성전자,
ETRI 등에서 3DoF부터 6DoF까지의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표준 기술개발을 진행 중
- ETRI
· ETRI는 사실감을 극대화하는 12K의 파노라마 비디오 서비스 기술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3DoF+/6DoF 비디오 및 라이트 필드 기반의 몰입형 미디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MPEG
Immersive Video 압축 표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 중
- 삼성전자
· 360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Gear VR 플랫폼 지원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며, 휴대폰 및 VR/AR
기기 등과의 높은 연관성으로 몰입형 미디어 표준화 전반에 참여 중
- KT
· 5G의 초고속, 초저지연에 기반한 VR/AR 서비스 플랫폼 및 360 비디오 기반의 감시 및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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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360도 라이브 서비스 VR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5G 기반의 VR로 공간 한계를 극복한
소셜 VR 기술을 개발 중
- 한국항공대, 이화여대 등 국내 대학에서 MPEG Immersive Video 표준화에 기술기고 및 채택
활동 등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에서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
¡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사용자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오디오 재현 기술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도구 기술이 개발 중
- 삼성전자
· TV 영상 속의 움직이는 사물을 인식해 사운드가 TV에 탑재된 스피커를 따라 움직이는 기술
및 사운드바를 연결하면 TV 스피커와 사운드바가 동시에 소리를 재생하여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기술이 탑재된 QLED 8k TV를 2020년에 선보임
- ETRI
· 채널/객체/장면(HOA) 신호를 대상으로 한 VR 응용을 위한 렌더링 기술개발을 진행 중
- 가우디오랩(주)
· 360/VR 오디오 콘텐츠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는 렌더링 SDK 및 HMD, TV, 모바일 등에 손쉽게
장착하여 최상의 VR360 입체음향 렌더링이 가능하게 하는 3D 렌더링 SDK 개발
- 전주대학교
· VR 콘텐츠의 공간감 구현을 위한 3D 바이노럴 사운드 편집 SW 및 헤드폰 펌웨어 기술을
2018년도에 개발
¡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비디오 기반 및 기하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위주로 기술 개발 진행 중. 동시에 실내외 배경 복원 기술 및 가상세계 렌더링을 위한
변환 기술도 개발 중
- 삼성전자
· 비디오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V-PCC) 야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으로
무손실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 중
- LG전자
· G-PCC 분야에서 Spatial Scalability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중
- ETRI, 한양대
·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인 레이더 및 동영상 촬영 정보를 이용하여 실내외 배경을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대용량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처리(Octree 기반의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 대규모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된 가상의 공간을 가상세계에서 랜더링
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알고리즘 개발 및 JTC1 SC29 WG11에서 표준화 진행 중. 특히 기하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G-PCC) 분야에 집중
- KETI, 성균관대
· V-PCC 코덱의 인코더 분야인 패치 생성 기술의 경량화 기술을 2021년에 제안하여 표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

26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 중 특히 홀로그램을
부호화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중이고, 관련 표준화 활동에도
참여 중
- ETRI
· 완전 입체 이미지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JTC1 SC29
WG1(JPEG)에서 진행중인 JPEG Pleno Holography 표준화에서 홀로그램 데이터 표현, 압축,
복원, 화질 평가와 관련한 기술 개발 통해 표준화 활동에 참여 중
- 광운대
· 완전 입체 이미지 중 복소 홀로그램에 대한 압축을 위해 데이터 표현, 변환 등 기술 개발을
진행 중
¡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표준화 초기 단계인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진행 중
- ETRI
· 유스 케이스 및 요구사항과 함께 영상 분석 네트워크부터 추출한 영상 특징의 특징 변환,
특징 압축, Autoencoder 기반의 영상 압축 등의 요소기술을 기고하는 등 JCT1 SC29 WG2에서
진행 중인 VCM 표준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다수의 국내 대학(건국대, 경희대, 경남대 등)들과도 표준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공동 수행하고 있음
¡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표준화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표준
기술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진행 중
- ETRI
· 인공지능 기반 및 신호처리 기반 Post-VVC 비디오 표준화를 위한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며
JVET(JTC1 SC29 WG5)에서 진행 중인 Post-VVC 표준화를 위한 탐색 활동에 참여 중. 다수의
국내 대학(경희대, 고려대, 항공대, 숙명여대, 한밭대 등)들과도 표준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공동 수행하고 있음
¡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차세대 이미지 부호화 표준화에 대비한 Deep learning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이 학계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 중
- ETRI
· 기존 화면 내 예측 툴과 함께 신경망 기술이 적용된 화면 내 예측기술들을 사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화면 내 부호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압축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 중
- 단국대
· 딥러닝 기반 부호화 성능 향상을 위해 특징점 검출 및 특징 기술자를 연구 중
- 이화여대
· 머신러닝 기반의 360도 이미지/비디오의 효율적 부복호화 및 처리 알고리즘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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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저장 및 처리기술]
¡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표준) 실감미디어 저장 및 전송포맷 기술은 3DoF, 3DoF+, 6DoF,
그리고 Point Cloud 기반 미디어 등과 같은 실감형/몰입형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
처리/저장/전송과 관련된 기술로서 표준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해당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
- LG전자
· 자율주행, 메타버스 솔루션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몰입형 미디어 전송 규격인 Point Cloud
기반 미디어 전송을 위한 MPEG-I Part 10 Carriage of 3VC Data와 MPEG-I Part 18 Carriage
of G-PCC Data 표준화에 참여 중
- 삼성전자
· 360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Gear VR 플랫폼 지원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휴대폰 연동 및
오디세이 플러스 등과 같은 VR/AR 기기를 개발/출시하고 있으며, 몰입형 미디어 전송
규격인 Point Cloud 기반 미디어 전송을 위한 MPEG-I Part 10 및 MPEG-I Part 18 표준화에
참여 중
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UHDTV]
¡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표준)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 제어/관리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유럽과 북미 방송사, 장비공급사, 표준화 단체들
간의 비대면 협업을 통해서 표준화와 기술검증이 추진되고 있고, 기술검증은 비대면 원격 자체
테스트로 추진되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관련 기술들을 적용하여 출시하고 있음
- 캐나다, CBC/Radio-Canada
· SMPTE ST.2110 표준기반 IP 방송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 1월부터 본방송을 시작한
CBC/Radio-Canada가 구축한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VPN을 통해 표준화 개발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원격 실험 환경을 제공함
- 일본/독일, Sony, Riedel 등
· 표준 기술에 대한 공통된 실험 및 검증을 위해 개방형 검증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유럽/미국/캐나다/일본, Sony, EVS, Glass Valley, Evertz, Matrox, Riedel, NEC, Mellanox 등
· 글로벌 방송 장비업체들은 표준 기술 검증을 위한 자체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송수신 기술 표준) 2018년 북미 케이블 MSO인 컴케스트에서
Full-Duplex DOCSIS가 적용된 네트워크 테스트 시작하였으며 핵심부품 업체인 MaxLinear에서 관련
RF 증폭기 개발을 추진
- 미국, Comcast
· 2021sus 4월, 랩 테스트를 통해 1.2GHz로 구축 된 일반적인 HF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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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Duplex 대역에서 대칭 DOCSIS 4.0 작동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HFC 토폴로지에
대한 Full-Duplex 기술을 테스트 및 개발 예정임
- 미국, MaxLinear
· 북미의 RF 및 혼합 신호 직접회로(IC) 업체인 MaxLinear에서 2018년부터 기존 케이블망에서
Full-Duplex DOCSIS 적용을 위한 RF 증폭기 개발 추진
¡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ATSC 3.0 표준에 기반한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관련 송수신 시스템 및 모니터링 장비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더불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모델 연구 및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Triveni, GatsaAir, Zenith, Digital Alert System, ENENSYS, LG전자, Sony 등
· 2019년 NAB show에서 ATSC 3.0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풀체인 송신/송출 시스템 및
상용 TV를 통하여 ATSC 3.0 Advanced Emergency Alert 방송서비스를 시연
- 미국, AWARN
· 지진, 해일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재난지역 표시 및 대피소의 위치와 대피 경로를 알려주는
App을 개발하여 2019년 NAB show에서 시연하였으며, 2021년에 재난방송 관련 기술 서밋
등을 개최하여 ATSC 3.0 기반 재난경보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 중
- 미국, NPGCO
· 산타바바라 지역에서 ATSC3.0 상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ATSC3.0 송신/송출 시스템 및
재난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first responder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경보정보 전달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통한 시범서비스 추진
[디지털라디오]
¡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미국에서는 사설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인 Nextradio가
클라우드 플랫폼인 Tagstation과 Nextradio 앱을 개발하였으며 유럽에서는 RadioDNS 기반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및 관련 앱을 개발
- 미국, Emmis
· 미국 사설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사업자인 Emmis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Tagstation과
Nextradio 앱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나 수익성 악화로 2018년말
사업 종료
- 유럽, RadioDNS
· 방송사 및 관련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룩업 및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및 SPI를 위한 관련 서버 및 앱 개발
- 유럽, AUDI, 폭스바겐, 포르쉐, BMW
· AUDI의 경우 2017년 자사 Audi A8 모델에 RadioDNS 하이브리드 라디오 앱을 개발하여
탑재. 2019년부터 AUDI, 폭스바겐, 포르쉐 및 BMW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사 럭셔리 차량을
중심으로 RadioDNS 하이브리드 라디오 앱을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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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형미디어방송]
¡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AR 기술은 위치 정보 및 광고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이 두드러지고 특히 Google, Apple, 페이스북, 티톡 등과 같은 모바일 AR 플랫폼 기술에
의해 AR 서비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 Google
·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 AR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정보나 방향키를 삽입해
사용자가 해당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AR 네비게이션 맵 라이브 뷰 베타서비스 탑재
· AR 플랫폼 ‘AR’코어 추가 기능 업데이트 및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제작된 AR
콘텐츠 체험이 서비스 실시
- 미국, Apple
· 다양한 AR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R 플랫폼 및 앱 출시
· 아이패드 및 아이폰에 탑재될 피사체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3차원 센서 시스템 개발
· 2022년에 초경량 및 독립적인 컴퓨팅 기능을 갖춘 VR 및 AR 헤드셋, 2025년에는 AR

안경 출시 예정
- 미국, Facebook
· 증강현실 기술 스타트업 인수를 통한 주변공간과 환경,사물 등 스마트폰을 통하여
AI기반 3차원 부가정보를 재현하는 기술 개발 중
· 레이밴(Ray-Ban)과 협업을 통한 투시기능과 컴퓨터를 탑재한 AR 안경 개발 중
· 스마트폰을 통하여 화상회의 참여자의 캐릭터 및 다양한 효과를 제공AR 화상회의 ‘룸스’
출시
- 미국, Qualcomm
· AR/VR/MR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5G 기반 확장현실(XR) 퀄컴 스냅드래곤 XR2 5G플랫폼
(Qualcomm Snapdragon XR2 5G Platform) 및 이를 기반한 XR 뷰어 공개(AWE2020)
- 미국, Spatial
· 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사진 한 장으로 아바타를 생성하고, 증강현실에서
아바타기반 AR화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 솔루션 개발 중(2020)
- 중국, TikTok
·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AR 광고플랫폼 ‘AR 브랜드 이펙트’ 서비스 출시
- 미국, AMD
· HMD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AR/VR 콘텐츠의 지연시간 단축을 위해 헤드트래킹
속도를 높이는 Latest data latch 기술, 이미지의 생성 속도를 높이는 기술 등을 개발 중
- 스위스, CREAL
· 사용자 초점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AR 영상을 제공하는 라이트필드 AR헤드셋 프로토타입
공개(CE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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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부호화]
¡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Philips(네덜란드), InterDigital(미국), Intel(미국), Nokia(핀란드),
Qualcomm(미국), Orange(프랑스) 등의 글로벌 기업과 Poznan Univ(PUT, 폴란드), Zhejiang
Univ.(중국), Nagoya Univ.(일본), Tsinghua Univ.(중국) 등의 대학에서 3DoF+, 6DoF, Dense
Light Field 등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표준 기술개발을 진행 중
- 네덜란드, Philips, 프랑스, InterDigital, 미국, Intel, 핀란드, Nokia, 폴란드, Poznan Univ.,
중국, Zhejiang Univ., 중국, Tencent
· 전방위 뷰와 함께 제한됨 범위(머리 움직임)의 움직임 시차를 지원하기 위한 MPEG-I의
3DoF+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표준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진행 중
- 일본, NHK, 중국, Tsinghua 대학, 일본, Nagoyo 대학, 벨기에, ULB 대학
· MPEG-I의 Dense Light Field 부호화는 탐색 단계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영상
수집과 탐색실험(포맷변환, 부호화)이 진행 중
- 폴란드, PUT
· 3DoF+ 비디오 부호화 등 MPEG-I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깊이 추출 SW 개발
- 네덜란드 Philips
· 합성 SW(RVS) 및 시험 영상 제공 등 적 3DoF+ 부호화 기술 탐색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 중
- 프랑스, Orange, 중국, Tencent
· 6DoF 몰입형 비디오 탐색 실험 등에 적극 참여 중
- 프랑스, InterDigital
· 3DoF+ 부호화 기술 탐색 단계에서부터 부호화 기술제안을 진행하였으며 3DoF+ 시험 영상
제공 등 표준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Intel과 함께 공동으로 기술제안을 진행 중
- 핀란드, Nokia
·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한 3DoF+ 비디오 부호화 기술을 제안 중
- 일본, Nagoyo 대학, NHK
· Dense Light Field 시험 영상 제공 및 Lenslet 포맷 컨버터 SW개발 등으로 표준화에 참여 중
- 일본, Tokyo 전기대학
· 깊이 추정 SW(DERS) 관련 기술 개발 진행 중
¡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미국 Google, 독일 Fraunhofer, 미국 오큘러스와 같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VR/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 중
- 폴란드, Zylia
· NAMM 2020에서 3D 오디오 녹음과 재생을 위한 이동형 녹음 장비와 6DoF VR/AR
Development Kit를 발표
- 대만, HTC
· 몰입형 6DoF 컨트롤러와 6DoF 지원 헤드셋이 결합된 VIVE Focus plus를 2019년 상반기에
출시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프리미엄 3D 서라운딩 오디오를 제공하는 VIVE Cosmos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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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Google
· 현실감 있는 VR 및 AR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에 출시된 공간 오디오(spatial audio)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인 '공명 오디오(Resonance Audio)' 기술을 2018년에 오픈소스 및
Unity를 위한 SDK 형태로 배포
- 독일, TU of Damstadt
· VR 환경에서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의해 트러거된 소리가 현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여 2020년에 논문으로 발표
- 독일, Fraunhofer IIS
· 헤드폰을 통해 서라운드 및 3D 오디오를 재생하며, 청취자 주변 가상 공간의 모든 곳에
사운드 객체를 동시에 배치하여 현장감을 주는 Cingo를 2016년에 공개
- EU
· 새로운 EIC Pathfinder 프로젝트로서, 영국의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의 주관하에 2021년 1월에 시작된 60개월 프로젝트인 SONICOM 프로젝트를 통해
AR/VR 환경 및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몰입형
오디오 기술 개발 추진
¡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미국 Apple, 대한민국 삼성, 캐나다 블랙베리 등 모바일
및 전장관련 다국적 기업 위주로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을 활용한 기술 개발에 몰두 중
- 미국, Google
· 2017년부터 3차원 모델(3D 메쉬, 포인트 클라우드 등)을 압축하기 위한 기술을 Opensource
project로 진행 중
- 일본, 미쯔비시전기
· 일본연구소와 미국 연구소 등이 라이다(Lidar)에 기반한 차량용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획득 장치를 개발하고 기술의 고도화를 진행 중
- 미국, 8i.com
· Microsoft에서 분사한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 고화질 포인트 클라우스 서비스를 위한
모델링 기술을 보유 중
- pointclouds.org
·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의 오프소스 프로젝트인 PCL을 통해 2D/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표현 및 압축 기술 제공
¡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JPEG에서 진행 중인 JPEG
Pleno 표준을 통해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에 대한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 중임. 라이트 필드에 대한 표준화는 2021년 완료되어 후속 표준화를 논의
중이고, 뒤이어 홀로그램과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이탈리아, UNICA, 브라질, IME, 브라질, UFPel
· JPEG Pleno 라이트 필드 표준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기타 이슈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Future JPEG Pleno Light Field 표준 아이템을 준비 중
- 호주, UNSW, 포르투갈, IST, 포르투갈, ESTG
· JPEG Pleno 포인트 클라우드 표준화에 참여중이며, 특히 scalable 포인트 클라우드 코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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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코딩에 대한 압축 기술을 개발 중
- 벨기에, IMEC, 벨기에, VUB, 프랑스, B-com, 포르투갈, UBI, 대한민국, ETRI
· JPEG Pleno 홀로그래피 분야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징 홀로그램, 바이너리
홀로그램, 계측용 홀로그램 등 다양한 홀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표현, 압축, 수치 복원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 중
¡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ITRI(대만), Tencent(중국), Alibaba(중국), Ericsson(스웨덴),
ETRI(한국), China Telecom(중국), Poznan Univ.(폴란드), ZJU(Zhejiang Univ.)(중국), USTC(Univ.
of Science Technol. China)(중국), Gyrfalcon Technology(미국) 등과 같은 기업, 연구소, 대학들을
중심으로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 중
- 중국, Tencent, 중국, Alibaba, 스웨덴, Ericsson, 대만, ITRI
· VCM 표준기술로 기존 VVC 코덱의 파라미터 구성(해상도, QP), 부호화 툴의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대한민국, ETRI, 중국, China Telecom, 폴란드, Poznan Univ.
· 영상 분석 네트워크로부터 추출된 특징 부호화를 통한 미디어 부호화 기술을 VCM
표준기술로 고려하고 있음
¡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Post-VVC) 표준을 대비한
심층신경망(DNN)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탐색을 위한 JVET AHG이 2020년 결성되었고, 신호처리
기반 부호화 기술 탐색을 위한 JVET AHG이 2021년에 추가로 결성되었음, 기업, 연구소, 대학들을
중심으로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
- 중국, Tencent, Alibaba
· multiple CNN, RR-CNN, Depthwise Seprable CNN 기반의 Loop filter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
- 일본, Sharp, 미국, Qualcomm
· 심층신경망 기반 SR(Super Resolution) 기술을 이용한 RPR(Reference Picture Resampling)
기술을 개발을 진행 중
- 미국, Qualcomm
· VVC 참조 소프트웨어에 표준화에 제안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기술들을 추가한 소프트웨어를
JVET에 제공하였고,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을 위한 후속 기술 개발을 진행 중
¡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차세대 이미지 부호화 표준화에 대비한 Deep
learning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에 대한 JTC1/SC29/WG1 AHG이 2020년 결성되었으며, 학계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존 이미지 부호화 툴 보완 및 대체를 위한 딥러닝 기반 부호화 기술
개발을 진행 중
- 포르투갈, Instituto de Telecomunicações
· 영상 화질 평가를 위해서 오브젝트/서브젝트 영상 평가 프레임 워크를 개발 중
- 스위스,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 객관적인 품질 테스트는 압축된 이미지 시퀀스와 원본 이미지 시퀀스간에 MS-SSIM,
IW-SSIM, VMAF, VIFP, PSNR-HVS-M, NLPD, FSIM을 포함한 여러 품질 메트릭을 귀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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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대상 비트 전송률로 계산하여 수행함. 학습 기반 이미지 코딩 솔루션의 평가에 사용될
객관적인 이미지 품질 메트릭을 정의하고 개발 중
- 중국, Tencent America LLC
· 신경 영상 코딩을 위한 블록 단위 예측 기반 방법을 개발중. 이러한 블록 기반 예측 및 잔여
코딩 메커니즘은 압축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음. 특히 원본 전체 이미지를 직접
인코딩하는 대신 이미지가 먼저 블록으로 분할하고, 잘 설계된 신경망을 통해 이전에 복원된
인접 블록을 모델링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한 후 원래 블록과 예측 블록 사이의 잔차를
압축하는 기술 개발 중
- 벨기에, Vrije Universiteit Brussel (VUB)
· 각 픽셀에 대한 예측을 계산하는 딥 러닝 기반 방법과 예측 오류를 인코딩하는 컨텍스트
트리 기반 비트 평면 코덱을 개발 중. 첫째, 전통적인 예측 방법으로 생성된 잔차를
추정하기 위해 새로운 딥 러닝 기반 예측자가 제안하고, 둘째, 예측 오차는 컨텍스트 모델링
방법에 의해 모델링되고 새로운 컨텍스트 트리 기반 비트 평면 코덱을 사용하여 인코딩하는
방법을 개발 중
[실감미디어저장 및 처리기술]
¡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표준) Nokia, InterDigital, HHI, Tencent, Apple 등과 같은 주요
기관들을 중심으로 실감형/몰입형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저장 및 처리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표준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해당 분야 핵심 표준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핀란드, Nokia, 프랑스, InterDigital, 독일, HHI, 중국, Tencent, 미국, Apple
· 3DoF/3DoF+ 기반 몰입형 미디어 저장 규격인 OMAF 표준화에 참여 중이며, Point Cloud
기반 미디어 전송을 위한 MPEG-I Part 10 및 Part 18 표준화기술 개발에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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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총 13개의 중점 표준화항목들로 구성된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 미디어 부호화,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을 특허분석
대상항목으로 함
- (분석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12,029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DB

분석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UHDTV를 비롯한 총 5개 대상항목에 포함된 13개 표준화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특허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특허검색 관점에서 유사성이 높은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재난경보 서비스 기술’과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TTI 서비스 기술’은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재난경보, TTI 서비스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비디오
및 이미지 부호화 기술’로 병합하여 특허검색을 실시함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검색식

1.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1. DSC:(AMWA* or (Advanced a/1 Media a/1 Workflow) or NMOS*
or (Networked a/1 Media a/1 Open a/1 Specification*) or (Video a/1
Services a/1 Forum)) or (TI:(방송* or broadcast* or ((네트워크* or
network*)) and (미디어* or media))) and ((SDN* or ((소프트웨어*
or software*) a/1 (정의* or defined*) a/1 (네트워크* or network*))
or NFV* or ((네트워크* or network*) a/2 (가상화* or virtuali*))) or
DSC:(SMPTE* or (Society a/2 Motion a/1 Picture) or (Network a/1
Facilit* a/1 (Architecture or Infrastructure)))) or TI:(UHD* or 방송*
or 비디오* or 미디어* or broadcast* or video* or media*) and
(((네트워크* or network*) and ((미디어* or 방송* or media* or
broadcast*) n/3 (장비* or 장치* or equipment* or device*) n/3 (발견*
or 탐색* or 등록* or discover* or regist*)) or ((네트워크* or network*)

방송 제어/관리 기술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UHDTV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
워크(SDN), NFV

2. 케이블기반 In-band Full
–Duplex 송수신 기술


광동축혼합망, 케이블방
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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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검색식
n/3 (제어* or control*)) or (모니터링* or 보안* or monitoring* or
securit*)) or ((IP or 아이피* or (internet* a/1 protocol*) or (인터넷*
a/1 프로토콜*)) and ((UHD* or 방송* or broadcast*) n/3 (제작* or
생성* or produc* or creat*)) or ((IP or 아이피* or internet* or 인터넷*)
n/3 (부조* or subcontrol* or 스튜디오* or studio* or 컨버터* or 콘버터*
or 변환* or converter* or 게이트웨이* or gateway* or 라우터* or
router*)) or (internet* and (sub a/1 control*))) or ((방송장비* or
방송장치* or (방송 a/1 (장비* or 장치*)) or (broadcasting* a/1
(equipment* or device*))) and (자동* or 관리* or auto* or manag*
or 인터페이스* or interface* or SMPTE* or (Society a/2 Motion a/1
Picture) or AMWA* or (Advanced a/1 Media a/1 Workflow)))) and
IPC:(H04N* or H04H*)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전이중 통신, 자
기간섭신호 제거



닥시스, 케이블모뎀, 케
이블모뎀종단창치, 분산
형 접속 구조

3. 지상파 기반 UHDTV
모바일 재난경보, TTI 서
비스 기술


티펙, 실시간 교통정보,
재난경보, 기상정보, 위
치참조, 커넥티드카, 자
율주행차, 유에치디 모
바일 방송

4. 지상파기반 UHDTV 재
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재난경보방송,

공통경

보

차세대

프로토콜,

경보, 웨이크업, 시그
널링, 리치미디어, 어
플리케이션, 양방향

2. (TAC:(광동축혼합* or 광동축혼용* or (광동축 a/1 (혼합* or 혼용*))
or (광 a/1 동축 a/1 (혼합* or 혼용*)) or (Hybrid* a/1 Fiber* a/1 Coax*))
or AB:(HFC and (케이블* or 방송* or cable* or broadcast* or CATV*))
or AB:(케이블망* or (케이블 a/1 망*) or 동축케이블망* or (동축케이블
a/1 망*) or ((케이블* or cable* or CATV*) a/3 (네트워크* or 네트웍*
or network*)) or 케이블방송* or (케이블 a/1 방송*) or (cable a/1
(TV* or television*) a/2 network*)) or ((inband* or (in a/1 band*)
or 동일대역* or 동일채널* or (동일 a/1 (대역* or 채널*)) or 인밴드*
or (인 a/1 밴드*) or 자기간섭* or ((자기* or self*) a/1 (간섭* or
interfer*))) and ((상하향* n/2 동시*) or ((양방향* or 쌍방향*) a/1
(전송* or 송수신*)) or IBFD* or FDX* or (full* a/1 duplex*) or 전이중*
or (전 a/1 이중*) or (풀 a/1 듀플렉*))) or 닥시스* or DOCSIS* or
(Data* a/2 Cable* a/1 Service* a/1 Interface*) or CMTS* or
씨엠티에스* or 케이블모뎀종단* or ((케이블모뎀* or ((케이블* or
cable*) a/1 (모뎀* or modem*))) and (종단* or 종결* or 터미네이*
or terminat*)) or TAC:(distributed* a/1 access* a/1 architecture*))
and IPC:(H04* or G06*)
3. TAC:((티펙* or TPEG* or (Transport* a/1 Protocol* a/1 Expert*)
or ((UHD* or ATSC3.0 or (ATSC a/1 3.0)) and (모바일* or mobile*))
or 커넥티드카* or (커넥티드* a/1 카*) or (connected a/1 car) or
자율주행* or (자율 a/1 주행*) or ((autonomous* or automated*) a/1
(vehicle* or driving*))) and (((실시간* or (real a/1 time*)) and (서비스*
or service*)) or 교통정보* or 재난경보* or 긴급경보* or 재난정보*
or 여행정보* or 날씨정보* or 기상정보* or 기후정보* or ((교통 or
traffic or 여행 or travel or 날씨 or 기상 or 기후 or weather) a/1 (정보*
or information*)) or ((재난* or 긴급* or disaster* or emergen*) a/1
(정보* or 경보* or information* or alert*)) or 위치참조* or ((위치
or location) a/1 (참조* or referenc*))))
4. TAC:(재난방송* or (재난 a/1 방송*) or 재난경보방송* or (재난경보
a/1 방송*) or (재난 a/1 경보 a/1 방송*) or (emergeny* a/1 (alert*
or warn* or alarm* or notification*) a/1 broadcast*) or
공통경보프로토콜* or (공통경보* a/1 프로토콜*) or (공통* a/1 경보*
a/1 프로토콜*) or (common* a/1 alert* a/1 protocol*) or (advanced*
a/1 emergency* a/1 alert*)) or (TAC:(긴급경보* or 재난경보* or
((긴급* or 재난* or emergency*) a/1 (경보* or alert*))) and
(TAC:(방송* or broadcast* or ATSC*) or IPC:(H04N* or H04H*)))

디지털

5.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

라디오

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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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C:((디지털라디오* or 디지탈라디오* or 하이브리드라디오* or
((디지* or 하이브리드* or digital* or hybrid*) a/1 (라디오* or radio*))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검색식

라디오 룩업, 하이브리
드 슬라이드쇼, 하이브
리드 EPG, 라디오 태
깅, 라디오 웹, 서비스
팔로잉, 프로젝트 로고

or (디지* a/1 오디오* a/1 방송*) or DAB* or (digital a/1 audio* a/1
broadcast*)) and (룩업* or lookup* or 슬라이드쇼* or slideshow*
or ((슬라이드* or slide*) a/1 (쇼* or show*)) or (프로그램* a/1 정보*)
or SPI or (program* a/1 (information* or guide*)) or EPG* or 태깅*
or 태그* or tag* or 웹* or web* or HTML* or 콘텐* or 컨텐* or content*
or 미디어* or media* or 멀티미디어* or multimedia* or radioDNS*
or (radio a/1 DNS*) or ((서비스* or service*) a/1 (팔로잉* or
following*)) or ((프로젝트* or progect*) a/1 (로고* or logo*))))

6.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증강현실(혼합현실

포

함), 증강현실 송수신,
증강현실 다중화, 증강

몰입형
미디어 방송

현실 메타데이터


증강현실 저장, 증강현
실 재현, 증강현실 콘
텐츠,

증강현실

시스

템, 증강현실 부호화


증강현실 서비스, 증강

6. TAC:((증강현실* or 혼합현실* or ((증강* or 혼합* or augmented*
or mixed*) a/1 (현실* or reality*))) and (서비스* or service* or 송수신*
or 송신* or 전송* or 전달* or 수신* or transmi* or deliver* or rece*
or 시스템* or system* or 포맷* or 저장포맷* or 파일포맷* or format*
or 재현* or 렌더링* or represent* or render* or 압축* or 부호화*
or 코딩* or 인코딩* or 인코더* or 복호* or 디코딩* or 디코더* or
코덱* or coding* or encod* or compress* or decod* or codec* or
콘텐* or 컨텐* or 미디어* or 멀티미디어* or 비디오* or content* or
media* or multimedia* or video* or 인터렉* or 인터랙* or 상호작용*
or 대화형* or interact* or 다중화* or multiplex* or 메타데이* or
metadata*))

현실 인터랙션
7.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360/전방위

비디오,

3DoF/6DoF

비디오,

광 필드


부호화, 전/후처리

8.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6자유도(6DoF) 몰입형
오디오



AR/VR, 게임(엔터테인
먼트),

실감 미디어

방송,

라이브

서비스

부호화
9.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
화 기술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



AR/VR, 자율주행

10. 완전 입체 이미지 부
호화 기술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
트 필드



홀로그램, 홀로그래피,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AR/VR/MR/XR,

HOE/

DOE, 집적 영상, 플레

7. TAC:(3DoF or 6DoF or 3자유도* or 6자유도* or ((3 or 6 or three*)
n/1 (DoF or degree* or 자유도*)) or 360 or 전방위* or 전방향* or
omnidirectional* or (omni a/1 directional*) or ((light or 라이트 or 광)
a/1 (field or 필드)) or 라이트필드* or 광필드* or 몰입형* or 이머시브*
or immersive* or 구형* or 구면* or spherical* or sphere* or 정방형*
or 등방형* or 등장방형* or equirectang* or (equi a/1 rectang*) or
입체* or volumetric* or 가상현실* or ((가상* or virtual*) a/1 (현실*
or reality*)) or VR or 자유시점* or 초다시점* or freeview* or (free*
a/1 (view* or navigat*)) or 파노라* or panoram*) and TI_AB:(미디어*
or 멀티미디어* or media* or multimedia* or 비디오* or 동영상* or
동화상* or video* or 영상* or 이미지* or 화상* or image* or picture*
or 컨텐* or 콘텐* or content*) and (TI_AB:((압축* or 부호화* or 코딩*
or 인코딩* or 인코더* or 복호* or 디코딩* or 디코더* or 코덱* or
coding* or encod* or compress* or decod* or codec*) or (전처리*
or preprocessing* or (pre a/1 processing*) or 후처리* or postporcess*
or (post a/1 processing*) or 고명암비* or 광색역* or 고프레임율*
or HDR* or (high a/1 dynamic a/1 range*) or WCG* or (wide* a/1
(color* or colour*) a/1 gamut*) or HFR* or (high* a/1 frame* a/1
rat*) or 광전변환* or 전광변환* or 광광변환* or ((광전* or 전광* or
광광*) a/1 변환*) or OETF* or EOTF* or OOTF* or (transfer a/1
function*) or ((색공간* or ((color* or colour*) a/1 space*)) and (변환*
or transform* or conver*)) or ((SDR* or SCG* or SFR* or (standard*
a/1 dynamic* a/1 range*) or (standard* a/1 (color* or colour*) a/1
gamut*) or (standard* a/1 frame* a/1 rat*)) and (변환* or transform*
or conver*) or ((톤* or tone* or 가뭇* or gamut*) a/2 (매핑* or 맵핑*
or mapping*))) or FRUC* or (프레임율 a/1 업*) or (프레임 a/1 레이트*
a/1 업*) or (frame* a/1 rat* a/1 up*))) or (AB:(judder* or 저더*)
and IPC:(H04N*)))
8. TI_AB:((몰입형* or 이머시브* or immersive* or 3DoF or 6DoF or
3자유도* or 6자유도* or ((3 or 6 or three*) n/1 (DoF or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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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검색식

놉틱, 완전 입체 영상,
완전 입체 이미지, 유
사 홀로그램


압축, 부호화/복호화



홀로그래픽 마이크로스
코피, 3차원 화질 평가

11.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머신비전



영상특징, 영상특징 서

or 자유도*)) or 전방위* or 전방향* or omnidirectional* or (omni a/1
directional*) or 입체음향* or 다채널* or 다객체* or multichannel*
or multiobject* or (multi* a/1 (channel* or object*)) or (객체기반*
a/1 오디오*) or ((객체 or 오브젝트) a/1 기반 a/1 오디오*) or (object
a/1 base* a/1 audio*) or HOA or (고차* a/1 앰비소닉*) or (Higher*
a/1 Order* a/1 Ambisonic*) or ((3D or 쓰리디* or 3차원* or 삼차원*
or 입체* or dimensional*) a/1 (오디오* or audio*)) or 가상현실* or
증강현실* or ((가상* or 증강* or virtual* or augmented*) a/1 (현실*
or reality*)) or 게임* or 엔터테인먼트* or game* or gaming* or
entertainment* or ((라이브* or live*) a/2 (방송* or 비디오* or 서비스*
or broadcast* or video* or service*))) and (오디오* or 음향* or 사운드*
or audio* or sound*)) and TI:(압축* or 부호화* or 코딩* or 인코딩*
or 인코더* or 복호* or 디코딩* or 디코더* or 코덱* or coding* or
encod* or compress* or decod* or codec* or 메타데이* or metadata*
or 렌더링* or render* or ((binaural* or 바이노럴*) a/1 (audio* or
오디오*)))
9. TI_AB:((점군* or ((포인트* or 점 or point*) a/1 (클라우드* or 구름*
or cloud*)) or ((비디오* or video*) and (메시* or 메쉬* or mesh*)))
and ((압축* or 부호화* or 코딩* or 인코딩* or 인코더* or 복호* or
디코딩* or 디코더* or 코덱* or coding* or encod* or compress*
or decod* or codec*) or ((3D or 쓰리디* or 3차원* or 삼차원* or
입체* or (three* a/1 dimension*)) and (표현* or 재현* or 재생* or
렌더링* or represent* or reproduc* or play* or rendering*)) or (포맷*
or "format")))

술자, 은닉벡터


부호화

12.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및 이미지 부호화 기술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화면간, 화면내, 예측
부호화, 엔트로피, 변
환, 양자화, 인루프



심층신경망,

합성곱신

경망, 초해상도, 인공
지능, 율왜곡최적화


특징점

추출,

잡음제

거, 얼굴탐지 및 인식,
영상 검색 및 분류

10-1. TI:(압축* or 부호화* or 코딩* or 인코딩* or 인코더* or 복호*
or 디코딩* or 디코더* or 코덱* or coding* or encod* or compress*
or decod* or codec*) and TI_AB:((JPEG* or 정지이미지* or 정지영상*
or 정지화상* or 이미지* or 픽처* or 픽쳐* or 화상* or 영상* or image*
or picture*) and (((light or 라이트 or 광) a/1 (field or 필드)) or
라이트필드* or 광필드* or 점군* or ((포인트* or 점 or point*) a/1
(클라우드* or 구름* or cloud*))))
10-2. TI_AB:((홀로그* or hologr*) n/5 (압축* or 부호화* or 코딩*
or 인코딩* or 인코더* or 복호* or 디코딩* or 디코더* or 코덱* or
coding* or encod* or compress* or decod* or codec*)) or (TI:((화질*
a/1 평가*) or (quality* n/3 (assess* or evaluat*))) and (((light or
라이트 or 광) a/1 (field or 필드)) or 라이트필드* or 광필드* or 점군*
or ((포인트* or 점 or point*) a/1 (클라우드* or 구름* or cloud*))
or 홀로그* or hologr* or 입체* or 3차원* or 삼차원* or 쓰리디* or
3D or (three a/1 dimension*)))
11. TI_AB:((압축* or 부호화* or 코딩* or 인코딩* or 인코더* or 복호*
or 복원* or 디코딩* or 디코더* or 코덱* or coding* or encod* or
compress* or decod* or codec*) and (비디오* or 비데오* or 동영상*
or 동화상* or 영상* or 이미지* or 화상* or 비트스트림* or 스트림*
or 비주얼* or video* or stream* or bitstream* or visual* or image*
or picture*) and (머신비전* or ((머신* or 기계* or machine*) n/3
(비전* or 비젼* or vision*)) or 영상특징* or 화상특징* or ((특징* or
feature*) n/2 (비디오* or 영상* or 화상* or 이미지* or 서술자* or
기술자* or 디스크립터* or 표현* or image* or discriptor* or
representation* or 맵* or map*)) or 은닉벡터* or ((은닉* or 히든*
or 특징* or hidden* or feature*) a/2 (벡터* or vector*)))) or
DSC:(Video* a/1 Coding* a/2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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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검색식
12-1. TI_AB:((압축* or 부호화* or 코딩* or 인코딩* or 인코더* or
복호* or 복원* or 디코딩* or 디코더* or 코덱* or coding* or encod*
or compress* or decod* or codec* or ((화면간* or 인터* or 화면내*
or 인트라* or inter or intra) a/2 (예측* or predict*)) or 인루프* or
in-loop or ((인 or in) a/1 (루프* or loop*)) or ((루프* or loop*) a/1
(필터* or filter*))) and (비디오* or 비데오* or 동영상* or 동화상*
or 비주얼* or 미디어* or 멀티미디어* or video* or visual* or media*
or multimedia* or 영상* or 이미지* or 화상* or image* or picture*
or 컨텐* or 콘텐* or content*) and (인공지능* or (인공 a/1 지능*)
or (artificial* a/1 intelligen*) or 심층신경망 or 합성곱신경망* or 신경망*
or DNN or CNN* or ((뉴럴* or neural*) a/1 (네트* or network*)) or
딥러닝* or 심층학습* or 강화학습* or 머신러닝* or 기계학습* or
학습기반* or ((딥* or 심층* or 강화* or reinforcement* or 머신* or
기계* or deep* or machine*) a/1 (학습* or 러닝* or learning*)) or
((학습* or learning*) a/1 (알고리즘* or algorithm* or 기반* or based*))
or 초해상도* or (super a/1 resolution*) or ((율* or 레이트* or rat*)
a/1 (왜곡* or distort*) a/1 (최적화* or optim*))))
12-2. (인공지능* or (인공 a/1 지능*) or (artificial* a/1 intelligen*)
or 심층신경망 or 합성곱신경망* or 신경망* or DNN or CNN* or ((뉴럴*
or neural*) a/1 (네트* or network*)) or 딥러닝* or 심층학습* or
강화학습* or 머신러닝* or 기계학습* or 학습기반* or ((딥* or 심층*
or 강화* or reinforcement* or 머신* or 기계* or deep* or machine*)
a/1 (학습* or 러닝* or learning*)) or ((학습* or learning*) a/1
(알고리즘* or algorithm* or 기반* or based*))) and (영상* or 정지영상*
or 이미지* or 화상* or 비전* or image* or vision*) and ((특징* a/3
추출*) or (feature* n/3 extract*) or 잡음제거* or denosing* or ((잡음*
or noise*) n/2 (제거* or remov* or cancel*)) or (((영상* or 이미지*
or image*) a/1 (검색* or retriev*)) and (분류* or classfi*)))

13.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실감 미디어



저장 및

OMAF, 프로젝션 매핑
/포맷, 360 전방위 비
디오

처리 기술


DASH, MMT, 시그널링



V-PCC, G-PCC

13. TAC:(3DoF or 3자유도* or ((3 or three*) n/1 (DoF or degree*
or 자유도*)) or 360 or 전방위* or 전방향* or omnidirectional* or (omni
a/1 directional*) or 몰입형* or 이머시브* or immersive* or 구형* or
spherical* or sphere* or 입체* or ((포인트* or point*) a/1 (클라우드*
or cloud*)) or volumetric* or 3D or 쓰리디* or 3차원* or 삼차원*
or (three* a/1 dimension*) or 가상현실* or ((가상* or virtual*) a/1
(현실* or reality*)) or VR or 멀티뷰* or 다시점* or 자유시점* or
multiview* or freeview* or ((multi* or free*) a/1 view*) or (free a/1
navigation*) or 파노라* or panoram*) and TI_AB:((미디어* or
멀티미디어* or media* or multimedia* or 비디오* or 동영상* or
동화상* or video* or 영상* or 이미지* or 화상* or image* or 컨텐*
or 콘텐* or content*) and (포맷* or 저장포맷* or format* or ((project*
or 프로젝션* or 투사* or 투영*) n/3 (매핑* or 맵핑* or mapping*
or 포맷* or format*)) or ((정방형* or 등방형* or 등장방형* or
equirectang* or (equi a/1 rectang*) or 큐브* or cube* or (equal
a/1 area*) or octahedr* or icosahedr* or sphere* or (truncated a/1
square*)) and (projection* or 프로젝션* or 투사* or 투영* or 매핑*
or 맵핑* or mapping*)) or (전송* or 전달* or 송신* or 송수신* or
수신* or 스트리밍* or 시그널링* or transm* or deliver* or distribut*
or send* or rece* or streaming* or signaling*) or (DASH* or (dynamic*
a/1 adaptive* a/2 streaming*) or MMT* or (MPEG a/1 media* a/1
transport) or (MPEG a/1 multimedia* a/1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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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완만한 출원
증가율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상현실 환경에서 몰입형 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부호화 기술 관련 표준화 추진 방향과
부합되는 특허 선점을 위한 주요 표준화 멤버들의 적극적 출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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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5,210건(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 2,503건(21%), 한국 2,323건(19%) 순으로 나타남
- 국제특허의 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향후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 파급력을
고려하여 다수 국가에서 패밀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출원연도별 동향을 보면, 2016년부터 미국 및 국제특허를 중심으로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
- 일본과 유럽의 경우, 타 발행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특허출원 양을 보임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
- 5개 대상항목에 대해 하기와 같이 세부 기술분류 코드를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함
A: UHDTV
AA: 네트워크 미디어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AB: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
AC: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재난경보, TTI 서비스 기술
AD: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B: 디지털 라디오
BA: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D. 실감 미디어 부호화
DA: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DB: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DC: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DD: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DE: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DF: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및 이미지 부호화 기술

C: 몰입형 미디어 방송
CA: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E.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EA: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A

항목
출원연도

B

C

D

AA

AB

AC

AD

BA

CA

DA

2001
2002
2003
2004

4
6
5
3

113
86
97
89

1
2
5

1
2
38
14

11
5
18
18

1
3
2
1

11
9
7
8

2005
2006

4
11

114
114

19
53

46
57

15
16

1
4

2007
2008

7
13

121
98

41
11

48
39

20
7

2009
2010

5
3

92
93

5
6

47
3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
19
12
19
20
4

74
95
118
111
103
115

14
5
9
4
3
16

2017
2018
2019
2020
2021

21
33
30
14
0

128
135
108
36
0

19
30
38
10
1

합계

241 2,040 292

DB

E

합계

DC

DD

DE

DF

EA

4

2
3
3

3
1
1

1
1
1
2

2
3

5
1
3
4

4
3
3
5

156
123
180
156

17
8

11
44

3
3

10
8

1
3

3
4

4
2

248
327

11
11

9
11

57
31

6
3

14
9

3
4

2
4

2
3

341
244

8
12

26
76

6
5

47
27

1
6

5
5

2
4

3
0

6
4

253
272

28
45
43
89
66
59

11
7
5
8
12
11

83
101
126
116
105
156

8
14
24
21
50
172

40
56
78
117
82
72

8
5
11
15
5
31

7
16
8
21
14
24

3
4
5
3
4
7

6
0
1
2
6
31

5
27
33
40
74
182

295
394
473
566
544
880

53
49
53
24
1

6
12
13
10
0

279
371
399
246
6

391
411
298
140
1

89
84
86
56
3

53
160
283
270
9

18
31
14
6
0

12
23
30
25
2

48
133
173
103
3

445
496
365
188
3

1,562
1,968
1,890
1,128
29

833

225 2,124 1,621 988

877

215

144

535 1,894 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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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 항목들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CA),
‘몰입형 미디어 부호화 기술’(DA) 및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EA)에 대한 특허출원이
최근에 매우 활발함
- UHDTV 기술 분야에서는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AB)에 대한 특허출원이
타 중점표준화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활발함
- 몰입형 미디어 방송은 2009년까지는 관련 특허출원이 매우 적었으나, 2010년부터 특허출원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출원 활동이 활발한 분야로 나타남
- 기술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DA)과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EA)은 2016년부터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하며,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DE)는 표준화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타 중점표준화항목 대비 특허출원건수가 매우
적음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UHDTV

470

609

697

AA

39

43

84

AB

287

329

371

AC

28

23

87

AD

116

214

155

23

31

31

23

31

31

310

377

1,049

310

377

1,049

294

677

2,337

DA

46

243

1,100

DB

174

271

259

DC

24

51

496

DD

31

59

63

DE

12

14

65

DF

7

39

354

65

296

1,306

65

296

1,306

1,162

1,990

5,420

디지털 라디오
BA
몰입형 미디어 방 송
CA
실감 미디어 부호 화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EA
합계

-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분야의 경우, 최근
구간(2017∼2019년)에서 특허출원 활동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실감 미디어 부호화 분야 중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DA)과 몰입형 미디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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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CA)도 최근 구간(2017∼2019년)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출원 동향
<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 미디어
부호화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합계

한국특허(KR)

775

60

567

678

243

2,323

미국특허(US)

1,646

78

965

1,685

836

5,210

일본특허(JP)

348

26

30

282

99

785

유럽특허(EP)

252

22

145

564

225

1,208

국제특허(WO)

385

39

417

1,171

491

2,503

합계

3,406

225

2,124

4,380

1,894

12,029

특허분석 항목
발행국

- 한국에 출원된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UHDTV 분야 특허출원이 77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감 미디어 부호화 분야 678건, 몰입형 미디어 방송 분야 567건 순임
- 미국에서는 실감 미디어 부호화 분야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1,685건으로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UHDTV 분야 1,646건 순으로 나타남
- 유럽 및 국제특허에서는 모두 실감 미디어 부호화 분야가 가장 많은 특허출원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특허풀 등재를 고려한 패밀리특허를 다수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실감방송미디어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
미디어
부호화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합계

ETRI

169

15

52

91

18

345

LG전자

130

6

2

81

42

261

삼성전자

55

7

43

57

21

183

Qualcomm

1

0

32

9

16

58

KT

2

0

11

22

9

44

Dolby International

0

0

0

34

0

34

KETI

3

4

4

10

12

33

Thomson Licensing

13

0

2

14

1

30

Huawei Technologies

0

0

0

17

10

27

Sony

8

0

0

12

4

24

기타

394

28

421

331

110

1,284

합계

775

60

567

678

243

2,323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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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실감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ETRI, LG전자 및 삼성전자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Qualcomm, KT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UHDTV 및 실감 미디어 부호화 분야에 대해 국내 대기업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선도하고 있어 특허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외 기업으로는 Qualcomm, Dolby, Thomson Licensing 등이 상위 TOP10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기업 대비 특허출원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실감방송미디어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
미디어
부호화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합계

LG전자

170

0

0

233

105

508

삼성전자

39

12

69

210

113

443

Huawei Technologies

146

0

11

131

71

359

Cisco Technology

313

0

2

3

0

318

Nokia

13

2

28

147

77

267

Thomson Licensing

64

1

6

118

50

239

Sony

46

5

6

126

50

233

ETRI

61

13

27

123

9

233

InterDigital

0

0

0

170

46

216

Intel

37

2

41

76

45

201

기타

1,742

130

1,367

2,365

1,085

6,689

합계

2,631

165

1,557

3,702

1,651

9,706

출원인

- 해외에서의 실감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LG전자, 삼성전자 및 Huawei
Technologies 순으로 나타남
-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이 표준특허가 활성화된 실감 미디어 부호화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한국 및 해외 특허 모두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및 ETRI가 다출원
상위 TOP10에 포함되어 있어, 실감방송미디어 분야에서의 한국의 표준 관련 특허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 기반의 표준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실감방송미디어 분야에서의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양적
측면에서 해외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특허풀이 존재하는 실감 미디어 부호화 및 저장/처리 기술 분야는 표준특허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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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준
화
특
성

UHDTV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디지털
라디오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몰입형
미디어
방송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실감미디어
부호화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9.7%
(선도
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SO

TC204

표준화 현황
(WG10-Traveller information systems) 방송과 통신망을 이용한 TTI
(교통여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중(실시간교통정보,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 포함)
(Coding of Digital

Representation of Image (JPEG))

(JPEG Plenoptic Coding & Quality Subgroup) JPEG Pleno에서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에 대한 정지 영상 표준화를
진행중임

국제
(공적)

SC29 WG1
JTC1

SC29 WG2

- JPEG Pleno Part1: Framework 표준화가 2020년 10월 IS
- JPEG Pleno Part2: Light Field Coding 표준화가 2021년 4월 IS
- JPEG Pleno Part2-AMD1: Light Field Coding 시스템에 대한 프로파일과
레벨에 관한 표준화가 2021년 4월 IS
- JPEG Pleno Part3: Conformance Testing 표준화가 2021년 4월 IS
- JPEG Pleno Part4: Reference Software 표준화가 2021년 4월 IS
- (Light field AhG) 2021년 4월에 Part2에서 라이트 필드 부호화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했고, Part2-AMD1을 통해 프로파일과 레벨에 대한
표준화도 마무리했음. 현재는 다음 라이트 필드 표준화 아이템 논의 중
- (Point cloud AhG) 2021년 CfE(Call for Evidence)를 통해 표준화에
대한 준비 작업을 수행했고, 2022년 상반기에 CfP(Call for Proposals)가
예정됨
- (Holography AhG) 2021년 4월 Final CfP 이후 홀로그램 압축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표준화를 진행 중
- (JPEG AI) 요구사항 및 CTC를 개선하는 중이며, 2021년내 CfP(Call for
Proposals)를 준비 중이며 지속적으로 실험 영상 모집 및 영상 평가
시스템 작업을 진행 중
(MPEG Technical Requirement) 3DoF+ 및 6DoF 360 VR 관련한 유즈케이스
및 관련 요구사항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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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DASH/MMT AhG) 360도 몰입형 미디어 저장을 위한 파일 포맷 구조를
정의하는 MPEG-I OMAF를 토대로 DASH/MMT 스트리밍 지원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MPEG-I Architecture AhG) 3DOF, 3DoF+ 및 6DoF기반의 몰입형 미디어
정의 및 구조(Architecture)를 제시하고 관련 유즈케이스 및 전체적인
MPEG-I 로드맵에 따른 관련 요구사항/기술적 이슈 논의 중
- (MPEG VCM AhG) VVC 대비 임무수행 정확도 기준 이미지/비디오
압축률 향상을 위한 VCM 표준 기술 탐색을 진행하고 있음. 추가적인
기술 탐색과 함께 CfE(Call for Evidence)에 대한 응답 기술을 바탕으로
VCM 이미지 압축 분야의 CfP(Call for Proposal)이 진행될 예정
- (MPEG DNNVC AhG) 심층신경망(DNN)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탐색을
위해 2020년 상반기 AhG이 결성되었으며, 화질 측정 및 HW/SW 구현에
요구되는 코덱 복잡도 이슈에 대해 논의 중

SC29 WG3

(MPEG Systems)
- MPEG-I Part 10 Carriage of Point Cloud Data 표준화를 진행 중
- (MPEG-I NBMP AhG) 네트워크/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화질 향상,
미디어 배포, 미디어 생성, 미디어 핸들링 등 네트워크/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처리시에 미디어 소스(Media Source)와 처리 객체(Processing
Entity)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조 및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 진행 중
- (MPEG-I OMAF AhG) OMAF v1 기능 확장 및 3DoF+기반 몰입형
미디어 저장을 위한 메타데이터 및 파일 포맷 등을 포함하는 OMAF v2
표준화 진행 중

SC29 WG4

(MPEG Video Coding)
- 3DoF+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표준은 화소율 관점에서 시점간 중복성을
제거한 Atlas의 구성 및 복원과 관련된 표준화로서 ISO/IEC 23090 part 12
MIV(MPEG Immersive Video) 표준 2021년 7월 완료
- 6DoF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에 대한 탐색 실험 단계(실험영상 수집,
깊이추출, 합성 등 SW툴 개발 등 포함)로 표준화 진행 중
- Dense Light Field 부호화와 관련된 표준화는 탐색 실험 (실험영상 수집,
Lenslet 포맷변환 SW툴 개발 등) 및 요구사항 정의가 진행 중
- 라이선스 문제로 HEVC를 사용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위한 신규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ISO/IEC 23094 part1 EVC(Essential Video Coding) 및 part2
LCVC(Low Complexity Video Coding) 표준화가 2020년 6월과 2020 10월에
각각 완료됨

SC29 WG5

(MPEG Joint Video Coding Team(s) with ITU-T SG16)
- HEVC 대비 2배 압축률 향상을 위한 신규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를
위해 MPEG 및 VCEG은 2015년 JVET을 결성하여 선행 기술 탐색을
진행
- 2017년 10월 기술제안요청서(CfP)를 공표 및 2018년 4월, CfP responses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VVC(Versatile Video Coding)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 VVC는 새로운 블록 구조인 QTBT+TT에 기반한 테스트 모델(VTM: VVC
Test Model)을 기반으로 신규 부호화 향상 툴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표준 제정 완료
- 차세대 비디오 표준화(Post-VVC)를 위한 2가지 방식(인공지능 기반,
신호처리 기반)을 탐색 활동을 2020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SC29 WG6

(MPEG Audio Coding) MPEG-I Immersive Audio(6DoF) 표준 개발을 위해
2019년도에 요구사항 확정 후 COVID-19로 인하여 표준화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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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지연되었으나, 2021년 4월 CfP를 공표한 후 현재는 제안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플랫폼, 기술 선정을 위한 테스트 및 평가 절차 및 CE 방법론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기술 제안을 받아 2022년도
1월 회의에서 기술(RM0)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4월 WD, 2023년
1월 CD, 2023년 10월 FDIS를 목표로 함

SC29 WG7

(MPEG 3D Graphics Coding)
- (PCC AhG) MPEG-I Part 5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V-PCC)와 Part 9 Geometry-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G-PCC)
표준화로 나뉘어 진행 중이며, Category 1(정적 모델), Category 2(동적
모델), Category 3(동적 획득)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Category 2는
V-PCC로 Category 1/3은 G-PCC로 코덱 표준 개발하여 2021년
V-PCC와 G-PCC 모두 IS로 제정될 예정임
- (PCC AhG) V-PCC와 G-PCC를 확장하는 새로운 영역의 표준화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V-PCC 분야에서는 비디오 기반 메시 부호화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CfP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G-PCC의 경우는 기존의 코덱의 기능을 확장하는 논의를 탐색
연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음.

SG9

(Broadband cable and TV) Q.7에서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서비스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 현재 전송
규격에 대한 표준 개발 추진 및 사용 주파수 범위 등을 논의 중

SG12

(Performance, QoS and QoE) 360도 HMD 비디오 및 VR 게임의
체감품질 평가를 위한 새로운 권고제정 진행 중

SG6

(Broadcasting Service)
- UHDTV 방송을 위한 이미지 형식, 광전 변환 및 색역 변환 등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를 진행 중
- 고휘도 및 광색역 등 UHDTV 및 기존 HDTV의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SDR 수상기에 대한 HDR
방송 호환성 및 HDR 영상에 대한 객관적 측도, 화질 평가에 대한
이슈를 논의 중
- ATSC3.0 표준 기반의 주요 전송 규격 및 통신망 연동 하이브리드
서비스 응용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DTTB(Digital
Terrestrial Tlelvision Broadcasting) 핸드북으로의 반영을 위한 개정 진행 중

ITU-T

ITU-R

ETSI

국제
(사실)

(ISG ARF(Industry Specification Group Augmented Reality Framework))
- AR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적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 및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기술적/기능적 개발 이슈 및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Work item 1(AR standards Landscape)
: Work item 2(AR industrial Use cases AR applications and services)
: Work item 3(AR Framework Architecture)
: Work item 4-1(AR interoperability Requirements-overview)
: Work item 4-2(AR interoperability Requirements-world storage and pose)
: Work item 4-3(AR interoperability Requirements-sensors for world capture)
(TM-S) 고효율 위성 송수신 시스템(DVB-S2X)을 표준화하고 추가 성능
향상 기술 연구를 진행 중

DVB
(CM-I) DASH 등의 대상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저지연 방송
서비스 시나리오 및 상업적 요구사항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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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SMPTE

- IP기반 프로페셔널 비디오/오디오/메타데이터의 무압축 및 압축 신호 전송을
위한 표준화가 2019년에 완료되었음
- JT-NM에 참여하여 상호운용성 실험과 함께 완료된 문서에 대한 개정 및
가이드라인 작업 중

AMWA

- 네트워크에 연결된 방송 장비의 발견/등록(NMOS IS-04)과 연결관리(NMOS
IS-05), 오디오 채널 관리(IS-08) 표준이 완료되었으며 JT-NM 테스트
검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었고 신규 표준과의 호환성을 위해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음
- 네트워크 제어 기술(NMOS IS-06)과 모니터링 기술(NMOS IS-07,09,10)
및 보안 기술(BCP-003)은 표준화를 진행 중
-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하에서 NMOS 기술을 이용한 ProAV 장비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IPMX(IP Media Experience) 기술 규격 활동에 참여 중

TG3

- 차세대TV(Next-gen. TV)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8년 1월에
부호화, 다중화, 전송 등 주요 기술에 대한 ATSC3.0 표준화 1차 완료
- 표준 발간이 완료된 문서에 대한 실제 서비스 운영 및 장비 구현
가이드가 되는 Recommended Practice(RP)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
- SFN Scheduler/STL, Interactive Content 표준에 관한 개정 및 재난경보
메시지(AEA)에 수신 그룹에 대한 추가 논의 진행 중

PT

- PT8에서는 방송 코어네트워크로서의 기술/개념과 이종 네트워크와
상호 운영성 관련 논의를 통한 리포트 작성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인
표준화를 위한 S43(Core Network Technologies for Broadcast) 표준
그룹 발족

ATSC

HbbTV

- 2017년 Operator(MVPD)가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포함하는
HbbTV Operator Application 표준 제정
- 2018년 HDR과 HFR NGA를 포함하는 HbbTV2.0.2 규격 제정

SCTE,
CableLabs

- 2019년 DOCSIS 4.0 규격을 발표하면서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을
위한 In-band Full Duplex 기술을 정식 규격으로 포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용 주파수 대역의 확장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표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Media and Entertainment IG) HbbTV, ATSC, CTA, 일본의 HybridCast,
한국의 미래방송 미디어 표준 포럼과 협업하여 인터랙티브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발굴, 선행 기술 개발 중

W3C

(Media WG) MSE 및 EME 표준의 차기 버전 개발 시작

CTA

WAVE

- 인터랙티브 서비스 및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을 전송하기 위한 공통
규격 작성을 진행 중
- Contents 규격과 Web Media API Snapshot 2017 규격 완료. Test 규격
및 Device Playbak Capabilities 규격, Web Media Application Develper
Guideline 2017 규격 개발 중

RadioDNS

- DAB/DAB+/DRM/DRM+/FM 지원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표준(RadioDNS
lookup, RadioVIS, Service and Programme Information) 개발을 완료하고
업데이트 진행 중

RDS Forum

- 기존의 RDS 규격을 보완하는 RDS2 규격을 개발하여 IEC 표준으로
제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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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TISA

- 범세계적으로 방송사, 통신사 및 단말제조사들이 회원사로 활동. 국내
LG, SKT, MN Soft, 매퍼스 등 총 7개사가 가입. ISO, ETSI, ERTICO,
World DMB, RDS Forum 등과 리에종 관계로 협력. 교통여행정보
기술표준 개발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활동 중
- 다양한 방송, 통신 디지털 매체에 적용이 가능한 TPEG2-INV, TPEG2-TFP,
TPEG2-LTE 등 다양한 2세대 TPEG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

PG610

(디지털콘텐츠) 홀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및 파일 구조, 화질 평가,
디스플레이 성능 측정 평가 등 홀로그램 관련 다양한 표준 기술 개발 중

PG801

(모바일방송) TTI, 모바일재난경보 및 고정밀 측위 등 UHDTV 모바일방송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표준화 추진 중이며 ITU-R SG6, ISO TC204, TISA 및
RDS Forum 대응 중

PG802

(지상파방송) 국내 지상파 UH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및 ‘지상파 UHD IBB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여 2016년 6월,
승인하였으며, 지상파 UHDTV 시스템 기반의 모바일방송/데이터서비스,
UHD IBB 서비스의 확장 등 부가 서비스에 대한 개정 진행 중. 지상파
UHDTV 기반의 재난경보서비스 시그널링/구현가이드라인 및 장애인방송을
위한 이미지 자막 등에 대한 표준화 논의 진행 중

PG803

(케이블방송) 2020년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
과제가 제안되어 케이블망에서 Inband Full-Duplex 서비스를 위한 기술
검토 및 표준화(기술보고서) 진행 중

PG805

(위성방송) DVB-S2X 기반 고효율 위성 송수신 기술, HDR 등 고품질
UHDTV 방송 기술의 도입 및 8K UHDTV 방송을 위한 표준화 활동 중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 지상파기반 모바일 UHDTV 송수신 정합, UHD IBB 서비스 등 국내표준
초안 개발 추진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보 공유 지원
- 몰입형 미디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분석, 산업체 요구사항 및 표준화 워킹 아이템,
방송 통신 융합미디어에 대한 기술규격 및 정책에 대한 Study 진행 중
- 산·학·연 디지털 라디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디지털 라디오
송수신정합 표준 초안, 부가 데이터 서비스 표준 초안 및 하이브리드
라디오 표준 초안 개발 후 TTA 모바일방송 PG(PG801)에 상정

TTA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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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UHDTV]
¡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표준) 국내에서는 AMWA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 표준기술인 NMOS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국내표준이
없는 상태
¡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 표준) 케이블 방송망에서 부족한 전송 대역,

특히 상향대역 확보를 위해 상하향 신호를 동일대역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전이중 전송 방식의
FDX-DOCSIS 기술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추진 중
- TTA 케이블방송 PG(PG803)
· 케이블방송망에서 부족한 상향대역 확보를 위한 기술로 제안된 동일대역 상하향 동신전송
방식인 FDX-DOCSIS 기술의 분석 및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2020년에 이루어진 바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기술보고서가 2021년 완료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8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343, 케이블 방송망에서 동일대역 전이중 전송기술 표준화(기술보고서)

2021

TTAR-07.0029, IP기반 차세대 케이블방송 기술(기술보고서)

2019

TTAR-07.0028, DOCSIS 3.1에 기반한 단말 장치의 출력 신호 요구사항 분석
(기술보고서)

2019

¡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ATSC 3.0 기반의 재난경보 방송서비스를
위한 시그널링, 멀티미디어 전송, 재난정보 변환 방식, 재난경보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운용
가이드라인,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장비간 인터페이스 및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TTA 지상파방송 PG(PG802)
· 공통경보프로토콜(CAP)을 기반으로 한 재난경보방송 시그널링 방식이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의 일부로 개발되어 2016년 6월, TTA 표준으로 승인되었으며, ATSC 3.0
표준과 Align한 AEAT 시그널링 기반의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기술이 2018년 6월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개정 완료. 2019년 12월, 지상파 UHDTV 방송 기반의
재난경보 서비스 시나리오(기술보고서) 및 구현 가이드라인(표준)에 대한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재난정보 시그널링 확대 방안,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장비간 인터페이스 및
신호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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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8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7.0150,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3 : 시스템즈

2021

TTAK.KO-07.0151,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 Part 4 : 물리계층

2021

TTAK.KO-07.0142/R2,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2021

TTAR-07.0027, 전용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시나리오
(기술보고서)

2019

[디지털라디오]
¡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TTA 모바일방송 PG(PG801) 및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모바일방송분과위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표준 개발 중
- TTA 모바일방송 PG(PG801)
· FM 라디오와 유선 인터넷 망, 4G 및 5G망을 포함한 통신망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요구사항과 룩업 표준을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디지털
라디오와 통신망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표준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및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SPI) 개발 완료 예정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 2017년에는 하이브리드 라디오 룩업 표준, 2018년에는 초단파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개발 완료. 2020년에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 쇼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SPI) 표준 개발 완료.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80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7.0144, 하이브리드 라디오 룩업 규격

2020

TTAK.KO-07.0141, 초단파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요구사항

2019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서비스 규격

진행중
(2022)

하이브리드 라디오 Service and Programme Information(SPI) 서비스

진행중
(2022)

FBMF-STD-016,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서비스 규격
FBMF-STD-017, 하이브리드 라디오 Service and Programme Information(SPI)
미래방송미디어 서비스
표준포럼
FBMF-STD-014, 초단파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요구사항
NGNF-STD-021, 하이브리드 라디오 룩업 규격

2020
2020
20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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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형미디어방송]
¡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2016년을 기점으로 몰입형 미디어(AR/VR/LF) 방송/통신서비스
등 적용되는 요소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한 Study 진행 중
- TTA 지상파방송 PG(PG802)
· 하이브리드기반 지상파 증강방송 송수신정합에 대한 표준 규격을 2013년 12월에 제정
· 2014년 11월 ‘고품질 파노라마 영상 기술보고서’ 제출/승인 및 표준화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으나,
표준화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음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 2016년 하반기부터 VR미디어를 핵심적인 실감미디어 타입 중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 표준화
방안, 전 세계 표준화/산업체 동향 및 부호화/전송기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미래미디어
분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8~2019년 ‘몰입형 미디어 표준화 동향 분석보고서’ 및 2020년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 기술 및 요구사항 분석서’를 발간하였으며 현재 VR/AR/LF 미디어
중심의 몰입형 미디어 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한 Study 진행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미래방송
미디어표준
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RMF-TR-xxx, 몰입형 미디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기술보고서 v3.0(기술보고서)

2021

RMF-TR-005,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 기술 및 요구사항 분석서(기술보고서)

2020

FBMF-TR-002, 몰입형 미디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v2.0(기술보고서)

2019

FBMF-TR-001, 몰입형 미디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2018

TTAR-07.0015, 고품질 파노라마 영상(기술보고서)

2014

TTAK.KO-07.0121, 하이브리드기반 지상파 증강방송 송수신정합

2013

TTA PG802

[실감미디어부호화]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은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공통 기반 기술에 해당되므로, 통상
국내표준화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제표준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 향후 국내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서 참여하고 있는 MPEG뉴미디어포럼 등을 통하여 국제표준 기술의 보급/확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다만,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중 홀로그래피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중 이미지 특징점 추출, 얼굴 검출
및 인식에 대한 국내표준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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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라이트 필드/포인트 클라우드/홀로그램에 대한 정지 영상을
부호화하는 기술 표준은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공통 기반 기술에 해당되므로, 통상 국내표준화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제표준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 홀로그램에 관해서는 TTA 디지털
콘텐츠프로젝트그룹(PG 610) 및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을 중심으로 국내 표준화가 진행 중
- TTA 디지털콘텐츠프로젝트그룹PG(PG610)
· 2012년부터 디지털콘텐츠프로젝트그룹(PG610)에서 홀로그래피 콘텐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음. 2014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홀로그래피실무반
(WG6102)이 따로 운영되어, 홀로그래피 콘텐츠 포맷, 서비스 모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프린터 등 다양한 홀로그래피 분야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었고, 현재는 WG6102는 페지되어
PG610에서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
-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 2019년 설립된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은 홀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다차원영상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고 있음. 포럼 표준에서 제정된 표준은 다른 국내외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계 표준을 만드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97, 디지털 홀로그램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

2019

TTAK.KO-10.1192, 오픈홀로 라이브러리 기반 홀로그램 데이터의 파일 포맷

2019

TTAK.KO-10.1193,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 성능 측정 및 평가

2019

TTAK.KO-10.1261, 디지털 위상 이미지의 위상 오류 측정 척도

2020

TTA PG610

다차원영상기술
XDFK_01.0010/R0, 위상 정보 오류에 대한 측정 방법
표준화포럼

2020

¡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은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공통 기반 기술에 해당되므로, 통상 국내표준화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제표준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이미지 부호화 기술 중 이미지 특징점 추출, 얼굴검출
및 인식에 대한 국내표준화를 진행하려고 하는 중
[실감미디어저장 및 처리기술]
국내에서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독자적인 표준화는 없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그대로 준용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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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UHDTV]
¡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표준) 네트워크 미디어 표준기반 개방형 산업
프레임워크를 지향하는 AMWA에서 NMOS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SMPTE와 EBU
그리고 VSF와 JT-NM을 구성하여 개발 중인 기술의 상호운용성 실험을 통해 기술 표준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 ITU-R SG6
· SMPTE에서 표준화 완료한 IP기반 방송제작 전송기술 표준(SMPTE ST. 2110)에 대해
ITU-R SG6에서는 2020년 12월에 ITU-R BT.2137-0으로 표준 승인하였으며 향후 NMOS
기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AMWA
· 인터넷 표준기반 개방형 산업 프레임워크를 지향하는 협의체로써 미디어 업체와 장비업체가
협력하여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인프라를 IP기반 아키텍처로 진화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
표준 NMOS를 개발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장비간의 제어와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에 관련한 표준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음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R SG6

ITU-R BT.2137-0, Technologies applicable to Internet Protocol interfaces for
programme production

2020

NMOS IS-04(Discovery & Registration)
NMOS IS-05(Device Connection Management)
NMOS IS-08(Audio Channel Mapping)

2019

AMWA

NMOS IS-06(Network Control)

진행중
(2022)

NMOS IS-07(Event & Tally)
NMOS IS-09(System Parameters)
NMOS IS-10(Authorization)

진행중
(2022)

BCP-003 ( Secure Communication in NMOS Systems)

진행중
(2022)

¡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송수신 기술 표준) ITU-T에서 2017년부터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표준 개발을 추진하여 2019년 초 기술 요구사항 표준을 완료하고
추가적인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미 CableLabs에서도 관련 기술에 대해 2017년 DOCSIS
3.1 규격의 Annex에발표 후 2019년부터 DOCSIS 4.0 규격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개발이
진행 중
- ITU-T SG9
· 2017년부터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표준 개발을 추진하여
2019년 초 기술 요구사항 표준을 완료하고 추가적인 표준화를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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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leLabs
·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해 2017년 DOCSIS 3.1 규격의 Annex에 발표 후
개정 작업을 이어오다가, 2019년부터 신규 DOCSIS 4.0 규격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표준
개발이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9

CableLabs

표준(안)명

완료연도

J.fdx-fspec, Functional specification for in-band full-duplex in HFC based network

진행중
(2022)

J.1109, Requirement for in-band full-duplex in HFC based network

2019

CM-SP-MULPIv4.0(I03), DOCSIS 4.0 MAC and Upper Layer Protocols
Interface Specification

2020

CM-SP-PHYv4.0(I03), DOCSIS 4.0 Physical Layer Specification

2020

CM-SP-CCAP-OSSIv4.0(I04), CCAP Operations Support System Interface
Specification

2021

CM-SP-CM-OSSIv4.0(I04), Cable Modem Operations Support System Interface
Specification

2021

¡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ATSC 3.0 기반의 재난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송수신 시스템 및 서비스 표준, 구현 가이드라인은 완료되었으며, 다중화와 스케줄러
장비간 인터페이스 및 보안 등 방송서비스 운용과 관련된 표준 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며, 재난정보
수신그룹 다양화를 위한 재난정보 시그널링 개정 논의 중
- ATSC TG3
·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시그널링과 wake-up 신호 표준은 A/331(Signaling, Delivery, Synchronization, and
Error Protection)과 A/322(Physical Layer Protocol)의 일부로서 2017년 12월과 2017년 6월에 각각
완료
· ATSC 3.0 표준 기반의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상용화를 위하여 서비스 운영 및 구현 가이드라인
문서인 ‘ATSC 3.0 Advanced Emergency Information System Implementation Guide’은
2019년 2월에 완료
· 재난방송 신호 전송을 위한 장비간 인터페이스(DSTP) 관련 논의 및 재난정보 수신그룹
다양화를 위한 재난정보 시그널링 테이블(AEAT) 개정 논의가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A/324, Scheduler/Studio to Transmitter Link

진행중
(2022)

A/331, Signaling, Delivery, Synchronization, and Error Protection (Amendment)

진행중
(2022)

ATSC
ATSC 3.0, Advanced Emergency Information System Implementation Guide

2019

A/331, Signaling, Delivery, Synchronization, and Error Protection

2017

A/322, Physical Layer Protoco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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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라디오]
¡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RadioDNS에서 2015년까지 룩업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
표준 개발 완료
- RadioDNS
· 유럽의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RadioDNS에서는 하이브리드
라디오 룩업, 슬라이드쇼, SPI 표준을 2015년에 완료하고 관련 표준의 업데이트 진행 중.
2018년까지 8,000개의 DNS가 등록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및 유럽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됨. 2018년부터는 차량에 하이브리드 라디오 수신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 중. 하이브리드 라디오 룩업 표준의 경우, ABR 방식인 HLS/DASH 기능 추가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RadioDNS

표준(안)명

완료연도

ETSI TS 103 270 V1.3.1, RadioDNS Hybrid Radio; Hybrid lookup for radio
services

2019

ETSI TS 102 818 V3.3.1, Hybrid Digital Radio(DAB, DRM, RadioDNS); XML
Specification for Service and Programme Information(SPI)

2020

TS 101 499 V3.1.1, Hybrid Digital Radio(DAB, DRM, RadioDNS); Slideshow;
User Application Specification

2015

[몰입형미디어방송]
¡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AR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적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
및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서비스 시나리에 따른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이슈 및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논의 중으로 점차 방송, 통신망 기반
AR 응용 서비스 표준기술로 확대될 전망
- ETSI ISG ARF
· 2017년 12월부터 전체적으로 다양한 AR 응용서비스를 위하여 요구되는 산업체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 및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및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표준화 목적으로 4가지의 워킹아이템으로 토대로 한 표준화를 논의 중. ‘AR standards
Lanscape(워킹아이템 1)’은 AR에 대한 관련 표준화 기구 동향 및 AR 프레임워크 및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 표준을 분석하며 ‘AR industrial Use cases(워킹아이템 2)’는 다양한 산업적
서비스 시나리오 관련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AR Framework Architecture(워킹아이템 3)’은
AR 서비스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소기술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AR
Interoperability Requirements(워킹아이템 4)’는 시나리오에 따른 AR 요소기술/기능,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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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ETSI
ISG ARF

표준(안)명

완료연도

ETSI GR/ARF-004-3 V1.1.1, ARF Interoperability Requirement-sensors for
world capture

진행중
(2022)

ETSI GR/ARF-004-2 V1.1.1, ARF Interoperability Requirement-world stroage
and pose

진행중
(2022)

ETSI GR/ARF-004-1 V1.1.1, ARF Interoperability Requirement-overview

진행중
(2022)

ETSI GR/ARF-003 V1.1.1, ARF framework architecture

2020

ETSI GR/ARF-002 V1.1.1, ARF use cases for AR applications and services

2019

ETSI GR/ARF-001 V1.1.1, ARF standards landscape

2019

[실감미디어부호화]
¡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몰입형 비디오(Immersive Video)의 단계를 3DoF, 3DoF+,
6DoF, Dense Light Field로 나누어 표준화 진행 중
- JTC1 SC29 WG4
· MPEG에서는 5G 시대의 킬러 콘텐츠인 Immersive Media 서비스를 위한 획득, 부호화,
전송, 재현 등 일련의 표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새로운 프로젝트인 MPEG-I를
결성하고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표준화 진행 중
· MPEG-I Visual 그룹에서는 3DoF+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는 화소율 관점에서 시점간 중복성이
제거된 영상인 Atlas의 구성 및 복원과 관련된 표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SO/IEC 23090-12
MIV(MPEG Immersive Video) 표준이 2021년 중에 완료. 3DoF+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의 일부
내용은 ISO/IEC 23090-5 V3C and V-PCC 1st Edition 표준에 포함되어 2021년 6월에 IS로
공표되었으며, 3DoF+ 몰입형 비디오 표준 발간 시점에 맞춰 개정판인 2nd Edition을 2021년
중에 발간
· MPEG-I Visual 그룹에서는 6DoF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탐색 실험(부호화, 깊이 추정, 칼라
보정, 난반사/정반사 성분 분해 등), 테스트 시퀀스 수집, 공통실험조건 설정 등을 진행하고 있음
· MPEG-I Visual 그룹에서는 Dense Light Field 부호화를 위해 실험영상 수집과 탐색
실험(포맷변환, 부호화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화를 위한 초기 요구사항 도출 단계에 와
있음. 주요 참여 기관으로는 NHK, Tsinghua 대학, Nagoya 대학, ULB 대학 등이 참여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9
WG4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3090-12,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2: MPEG
Immersive Video

2021

ISO/IEC 23090-5,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5: Visual Volumetric
Video-based Coding (V3C) and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V-PCC) 2nd
Edition

2021

Future MPEG Immersive Video Coding

2023

Dense Light Field Video Coding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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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VR/AR 서비스를 위한 몰입형 오디오 표준기술 개발 중
- JTC1 SC29 WG6
· MPEG 오디오 부호화 그룹에서는 MPEG-I Part 4 Immersive Audio(6DoF) 표준 개발을
위해 2019년도에 요구사항 확정, 2021년 4월 CfP를 공표한 후 현재는 오디오 평가
플랫폼(AEP; Audio Evaluation Platform), 기술 선정을 위한 테스트 및 평가 절차(Test
and Evaluation Procedures) 및 CE(Core Experiment) 방법론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기술 제안을 받아 2022년도 1월 회의에서 기술(RM0; Reference
Model 0)을 선정할 예정
* 예상 표준화 일정: 2022년 4월 WD, 2023년 1월 CD, 2023년 10월 FDIS, 2024년 상반기 IS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29
WG6

ISO/IEC 23090-4,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4: Immersive
Audio

진행중
(2024)

¡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은 비디오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Part 5)과 기하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Part 9)로 분리되어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Category 1(정적 모델), Category 2(동적 모델),
Category 3(동적 획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표준화 진행 중. 특히 Part 5는 V3C 표준과
VPCC 표준 두부분으로 나뉘고, V3C 부분은 MPEG Immersive Video(MIV) 표준과 상위
수준의 신택스를 공유하는 표준으로 정의
- JTC1 SC29 WG11
· ISO/IEC 23090-5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표준이 Category 2 데이터에 대한
압축 기술로 표준화가 진행되어, 2021년 6월에 IS로 공표됨
· ISO/IEC 23090-9 Geometry-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표준이 Category 1/3 데이터에 대한
압축 기술로 표준화가 진행 중. 2021년 3월에 FDIS로 진행하였고, 2021년에 IS로 공표될 것으로
예상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9
WG11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3090-5,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5: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2021

ISO/IEC 23090-9,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9:
Geometry-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진행중
(2022)

¡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JPEG Pleno에서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에
대한 정지 영상 부호화 표준화가 진행 중
- JTC1 SC29 WG1
· Part2: Light Field Coding 표준화가 2021년 4월에 IS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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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2-AMD1: Profiles and levels for JPEG Pleno Light Field Coding system 표준화가
2021년 4월에 IS가 완료됨
· Part3: Conformance Testing 표준화가 2021년 4월에 IS가 완료됨
· Part4: Reference Software 표준화가 2021년 4월에 IS가 완료됨
· 라이트 필드 관련 부호화는 표준화가 완료 단계이며, 2단계 표준화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함
·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는 MPEG PCC 표준과의 차별화를 위해 scalability와 random
access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AI 기반 코딩도 고려중임. 2021년에 CfE(Call
for Evidence)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CfP를 예정하고 있음
· 홀로그래피 분야는 요구사항 및 CTC를 개선하며 2021년 4월 CfP(Call for Proposals)를 거쳐
관련한 표준 기술을 제안받아 본격적인 표준화를 진행 중임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9
WG1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1794-2 AMD 1, Information technology - Plenoptic image coding
system(JPEG Pleno) - Part2 AMD1: Profiles and levels for JPEG Pleno light
field coding system

2021

ISO/IEC 21794-2, Information technology - Plenoptic image coding system
(JPEG Pleno) - Part2: Light field coding

2021

¡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2019년 7월부터 Video Coding for Machine AHG를
결성하고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화를 위한 후보 기술 탐색 단계를 진행 중
- JTC1 SC29 WG2
· 2021년 1월 VCM 표준기술 탐색을 위한 CfE(Call for Evidence)를 발간하였으며, 2021년 4월
CfE 응답 기술들의 검토 평가를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후보 표준기술이 확인된 머신 비전을
위한 이미지 압축 분야에 대한 CfP(Call for Proposal) 준비와 함께 추가적인 기술 탐색을
진행하기로 함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9
WG2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3)

Video Coding for Machine(VCM)

¡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Post-VVC 표준화를 대비하여 2가지 방식(인공지능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신호처리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으로 탐색 과정이 진행 중
- JTC1 SC29 WG5 JVET
·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Post-VVC)을 대비한 인공지능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탐색을
위한 AHG을 2020년에 결성하였고, 신호처리 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탐색을 위한 AHG을
2021년에 추가로 결성하였음
·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요구사항과 기술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 및 다양한 기술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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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JTC1 SC29 Post-VVC (Neural Networks based Video Coding and Enhanced compression
WG5 (JVET) beyond VVC capability)

완료연도
진행중
(2028)

¡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은 2020년 JTC1 SC29
WG1에서 learning based coding 이라는 이름으로 AhG이 진행 중이며 현재는 JPEG AI로 표준이
진행 중
- JTC1 SC29 WG1
· WG1에서는 현재 객관적/ 주관적 평가에 대한 프레임 워크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부호화는
아직 어떤 딥러닝 기반 기술로 할지는 기술탐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29
WG1

표준(안)명
JPEG learning based image coding

완료연도
진행중
(2024)

[실감미디어저장 및 처리기술]
¡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표준) JTC1 SC29 WG3 (MPEG Systems WG)에서 3DoF, 3DoF+,
6DoF 비디오 및 Point Cloud 기반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저장/전송/처리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 JTC1 SC29 WG3
· MPEG에서는 몰입형 미디어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MPEG-I 프로젝트를 2017년 1월 발족했으며,
3DoF 비디오 기반 몰입형 미디어 저장 포맷 기술인 MPEG-I Part 2 OMAF v1 표준을 2017년
말에 완료하였으며, 3DoF+ 및 overlay, multi-camera 등의 기능 확장을 위한 OMAF v2 표준을
2020년에 완료
· V-PCC 기반의 Point Cloud 및 Visual Volumetric Video 데이터의 저장/전송을 위한 MPEG-I
Part 10 Carriage of V3C Data 표준화가 21년 4월에 완료되었으며, 22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FDAM 표준화가 진행 중
· G-PCC 기반의 Point Cloud 데이터를 저장/전송하기 위한 MPEG-I Part 18 Carriage of G-PCC
Data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9
WG3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3090-10 Amd,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Part 10,
Carriage of Point Cloud Data

진행중
(2022)

ISO/IEC 23090-18,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Part 18,
Carriage of Geometry-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Data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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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AMWA NMOS Solutions

- 인터넷 표준기반 개방형 산업 프레임워크를 지향하는 AMWA 참여사가 오픈소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NMOS 표준기술들을 API화하여 실험할 수
있는 NMOS-TESTING TOOL이라는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있음
- NVIDIA는 Sony, BBC R&D 및 기타 AMWA 회원사의 오픈소스 NMOS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NMOS API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Easy-NMOS라는 오픈소스 툴킷을
제공
¡ EBU LIST(LIVE IP SOFTWARE TOOLKIT) 프로젝트

- IP 네트워트상에서 프로페서널 비디오/오디오 라이브(SMPTE ST2110 스트림) 전송 테스트
및 측정 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EBS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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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UHDTV]
강 점 요 인(S)

약 점 요 인(W)

-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TV 보급
- 8K급 UHD 방송 서비스 시장은
및 잘 구축된 망 인프라 보유
미형성 (8K TV 제품은 출시 중,
시 - 위성/케이블/IPTV 4K UHDTV 방송 시
방송 서비스는 실험 수준)
장 상용 서비스중
장 - UHD 콘텐츠 제작 및 제작 환경
- 세계 최초 지상파 4K UHDTV 서비스
확대 인한 비용 증가
시작 및 전국지역 확대 진행

국내역량요인

국외환경요인

- HDTV, DMB 등 디지털방송 핵심
- 카메라, 편집SW 등 UHD 콘텐츠
기술을 바탕으로 UHD 방송통신
제작 장비 기술 미흡
기 서비스를 위한 핵심 IPR 확보
기
- ATSC3.0기반 송출장비 외 UHD
술 - DTV, LCD, OLED, 메모리반도체 술
방송 제작 장비 상용화 경험
등 핵심부품 및 IT기술의 세계적인
부족
경쟁력 보유
- DMB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에 채택
반영 경험
- 국내 독자 표준 제정 경험 미흡
표 - MPEG, ATSC, ITU 등 미디어 표준화 표 - 송수신 정합 표준 이외 방송
서비스 등 관련 산업 표준 경험
준 경험 및 경쟁력 확보
준
- 지상파/위성/케이블 기반 UHDTV 방송
부족
표준 개발 완료

- UHD방송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대 【SO전략】
【WO전략】
- 지상파 등 UHDTV 본 방송에 따른
시
UHD 시장 활성화
- (시장) 고품질 UHDTV 및 다양한 부가 - (시장) 4K UHD 콘텐츠 제작환경
장 - 저가 UHDTV 출시로 UHDTV 보급 방송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선점 및 개선을 통한 UHDTV 방송시장 활성화
확대폭 증가
활성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방송장비, - (기술) 핵심장비에 대한 기술 확보를
기
TV제품 등 전략 제품 수출
통해 스튜디오 장비, 고급 디스플레이
회
기 - UHD, AR/VR, HDR, HFR 등 - (기술) UHDTV 방송 서비스의 핵심 기술 등 방송장비의 기술의존도 탈피 및
실감미디어 분야 기술 개발
요
술
개발을 통한 방송제작 전반에 걸친 기술 전략 수출 상품화 추진
가속화 및 응용시장 성장세
인
- (표준) 국가차원의 표준화 로드맵
고도화 및 수출 전략제품화 추진
(O)
- UHDTV용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 (표준) UHDTV 기반의 실감미디어 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 접근 강화,
및 전송 표준 완료를 통한 핵심 및 부가 서비스의 국내표준 제정을 독자 국내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표
기술 선도적 개발
활동 강화
준 - DVB, ATSC, ITU 등에서 UHDTV 통한 국제표준화 선도
방송 응용 서비스 표준 개발 진행
- 양질의 UHD 콘텐츠 부족 및 신규 【ST전략】
【WT전략】
서비스의 비즈니스모델 불확실
시
- 중국의 저가 UHDTV 시장 진입 - (시장) 케이블, 위성, IPTV 등의 유료 - (시장) UHD방송의 활용분야 개척
장 - 신규 UHDTV 수신기 구입 부당에 따른
방송망을 통한 양질 콘텐츠를 통한 및 Killer Application 발굴, 그리고
위
소비자의 거부감
프리미엄 채널화로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신규
협
- UHD 콘텐츠 확보를 위한 SD/HD/ - (기술) 고부가가치 기술을 분류하고 선택과 시장 창출 노력
요 기
집중으로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추진 및 - (기술) 8K UHDTV 방송 핵심기술
UHD 변환 기술 필요
인 술 - 일본은 4K./8K UHDTV 방송 서비 국제표준화 대응
개발 및 구체적인 응용서비스에 따른
- (표준) 선도적 국내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단계별 표준화를 통한 가치 있는
(T)
스중(8K 방송 기술 확보)
위한 기제정 된 국제표준의 수용 및 핵심 핵심원천 IPR 확보
- 일본 NHK 중심으로 SMPTE와 기술 보유기관들과의 공동 연구 및 표준 - (표준) 관련 기술 선진국들과 전략적
표
ITU-R 등에 UHDTV 관련 기반 기술 제안 추진
연대로국제표준화붐조성및표준화협력
준
표준화 선점 활동 중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지상파/케이블/위성 기반 UHDTV 서비스를 위한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은 제정 후 상용 서비스를 진행중이나,
IP기반 차세대 초고품질, 방송통신융합 및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 표준화 진행 필요
(재난방송, TTI 정보 서비스, 5G연동 융합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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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라디오]
강 점 요 인(S)

-

시 장
국내역량요인
-

국외환경요인

기 술
-

약 점 요 인(W)

- 스마트폰에서도 FM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지털 라디오 도입 필요성
채널 수 증가로 신규 채널 확장
인지 부족
SFN을 이용한 효율적인 주파수 시
- FM 라디오 사업자들의 디지털
활용으로 채널 증대 및 난청지역 장
라디오 도입에 대해 부정적임
해소
- 상당 기간 FM 라디오와 동시
송출을 해야 하므로 유지 비용
증가
고품질의 입체 음향 오디오 서비스
제공 가능
오디오 서비스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 - 스마트폰 기반의 스트리밍 라디오
부가 데이터 서비스 제공
술 앱 서비스 등 경쟁 기술 등장
하이브리드 라디오를 통한 다양한
부가 데이터 서비스 제공

- 국내 디지털 라디오 방송방식
표 - 기 확보된 지상파 DMB 표준 기술을 표 선정 지연으로 표준 개발이
늦어짐
준 디지털 라디오 표준 개발에 활용
준 - 국내 디지털 라디오 전문가 풀
부족
【WO전략】
라디오 모듈이 스마트폰, 【SO전략】
패드 등에 탑재될 경우
빠른 확산 및 서비스의 - (시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 (시장) 기존의 T-DMB 방송망을
라디오 서비스로 난청지역 해소
최대한 활용하여 디지털 라디오
기대
- (기술) 디지털 라디오 모듈을 다양한 도입 비용 최소화
기
스마트 기기에 탑재하여 고품질의 입체 - (기술) 차량 및 스마트 기기에 디지털
회 기 - 최신 오디오 코덱을 디지털 라디오 음향 오디오 및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라디오 모듈을 기본적으로 탑재하여
기술 개발에 적용하여 디지털 라디오 제공하여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대비 시장 진입 장벽 최소화
요 술
후발주자의 약점을 기회로 전환
경쟁 우위 선점
- (표준) 늦어진 표준 개발시점으로
인
- (표준) 디지털 라디오 국내 도입을 기회로 인해 최신의 코덱 및 ABR 기반의
(O)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국내표준화 추진
전송 기술 적용
- 디지털
시
스마트
단말의
장
활성화

표 - 최신 오디오 코덱을 기존 디지털
라디오 기술에 적용하여 국제표준화
준
주도
【WT전략】
- 하이브리드 라디오를 포함한 디지털 【ST전략】
라디오 상용 서비스 또는 실험방송을
시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 (시장) 최신 오디오 코덱을 적용하여 - (시장) 디지털라디오 도입 및
증가 추세임
관련 국제표준 기술 개선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라디오 솔루션 개발을
장
- 현시점에서 국내 기술 개발 시 세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춤
위
통한 차량 단말 시장 경쟁력 확보
해외진출 시장 장벽 높음
- (기술/표준) FM 하이브리드 라디오 - (기술) 발 빠른 디지털 라디오 방송
협
서비스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방식 선정 및 FM 하이브리드 라디오
요
신규시장 개척
서비스 기술 위주의 개발 및 표준화를
주요
디지털
라디오
기술의
방통
인 기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통해 디지털 라디오 후발주자의 약점
(T) 술
진행 중
보완
- (표준) 디지털 라디오 기술 전문가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관련
표 - 주요 디지털 라디오 기술의 국제
기술 확보 및 표준화 대응
표준화
완료
준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국내 디지털 라디오 방송 방식 선정 지연으로 인한 관련 표준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방송사,
산업체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먼저 FM 라디오와 통신망을 연동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표준화 추진에
주력 중
- 유럽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라디오에 대한 차량 단말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어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라디오 표준 및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_ 실감방송·미디어 305

[몰입형 미디어 방송]
강 점 요 인(S)

국내역량요인

국외환경요인

약 점 요 인(W)

- 가상현실 디바이스 핵심요소 (모바일,
디스플레이, HMD등) 글로벌 경쟁력
- 디바이스 외 360도 VR/AR 콘텐츠
보유
제작 인프라 및 워크플로우 부족
시 - 다양한 AR/VR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
- HMD 불편함, 초경량 AR 글래스
장 위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최고 장 부재, 화질 열화에 따른 산업
수준 전송 인프라
활성화 제약
- 360도 VR콘텐츠 및 AR 분야에서의
한류 문화 경쟁력
- 디지털방송, 휴대폰, 모바일 방송,
- 360도 전방위 및 AR 등 몰입형
5G 기술 인프라 우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표준 플랫폼
기 - 다양한 매체별 360도 VR/AR 기
기술/표준화 전략 부족
술 방송기술 및 AR 전송기술 확보 술 - AR 모델링, 재현 디바이스 등
- 정부 주도의 비대면 몰입형
원천 IPR 미흡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 JTC1 SC29 WG11/, 3GPP/ATSC
등 국제표준화의 적극적 참여 및
- AR/VR 콘텐츠 제작 및 안전
표 기술력 확보
표 시청, 몰입형 미디어 송수신 등
준 - 미 래 미 디 어 방 송 표 준 포 럼 과 준 몰입형콘텐츠에배포에대한 표준화
TTA를 통한 국내/국제표준화 수행
경험 및 가이드라인 저조
인프라

기
회
요
인
(O
)

- 5G 상용화 이후, 대용량 전방위 【SO전략】
VR/AR/XR 미디어의 뉴 서비스
시
로서 관련 시장을 여는 하나의 - (시장) 글로벌 시장의 UI 개편 요구
기폭제로 작용 가능
장
확산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제조/ 전송
- 비대면 콘텐츠 제작 및 메타버스
인프라를 활용한 선제적 사업화 추진
시장은 신성장 동력
- (기술)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다양한 몰입형 미디어 응용서비스 선제적
메타버스관련가상현실플랫폼 기술
개발 및 제품화
개발 중
기 - 5G 인프라를 통하여 대용량 몰입형 - (표준) 6DoF VR/AR/XR 인터랙션 등의
다양한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차세대
미디어 전송 기술 개발 중
술
몰입형
실감미디어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 VR/AR/XR 및 움직임 자유도,
표준화
선도
인터랙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소기술 개발 중

표
준
시
장
위
협
기
요
술
인
(T)
표
준

【WO전략】
- (시장) VR/AR/XR 등 몰입형 미디어
응용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
- (기술) 고품질 AR/VR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대 및 다양한 소비환경을
구축하여 인지도와 수용성을 높임
- (표준) 국가차원의 전략적 기술
개발 계획 수립 및 투자로 원천 IPR
확보 하고, 핵심기술 선점을 통한 VR
및 AR /XR 응용서비스 국제표준 선점
노력

- JTC1 SC29 WG11/,
ETSI/DVB/3GPP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 고품질의 VR/AR/XR 콘텐츠 및 【ST전략】
제작 워크 플로우 부족, 시각피로,
제품/콘텐츠 인증 기준 부재
- (시장) 안정성 기준 마련, 계측장비를
통한 인증, 고화질 AR/VR/XR 콘텐츠
- 범용의 VR/AR 콘텐츠 제작 및
제작 SW 및 디바이스 개발 등으로
HMD에 의존적인 플랫폼 확장
시장창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구축
개발 미비
- 고화질 VR 및 AR영상을 재현하기 - (기술) 개인형 디바이스에 의존적인
플랫폼을 탈피 해 보편적인 AR/VR
위한 HMD 및 글래스 부족
서비스 플랫폼 구축
-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조직적
- (표준) 다양한 제품 기술 개발 및 핵심
대응 및 핵심 보유기술국(미국,
요소기술 국제표준화 적극 참여
유럽, 일본 등)들의 표준화 선도

【WT전략】
- (시장) 범용 고품질 AR/VR 콘텐츠
제작 및 개발 인프라 구축
- (기술) 핵심원천기술 보유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조기 확보
- (표준) 표준전문가 육성 및 핵심
표준기술 보유기관과의 전략적 공조로
지속적인 국제표준 확보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ETSI ISG ARF를 중심으로 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적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 및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요소기술, 기능 및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되고 있는 바,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핵심기술 선점 필요
- 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토대로 다양한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기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통한 국제표준화 참여 및 선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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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 부호화]
강 점 요 인(S)

국외환경요인

- 지상파 4K UHD 본방송 세계 최초
실시, 5G 이동통신 서비스 세계 최초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시장
실시 등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시
시 크기가 작고, 단말 제조에는 강점이
및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신시장
장 개척 경험
장 있는 반면 콘텐츠 제작 및 인코딩
등의 방송 장비 시장은 미흡
- 전통적으로 TV 및 이동단말 등
제조 강국
국내역량요인
- 비디오 부호화 핵심원천 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 인프라
- HEVC, VVC, MPEG-H 3D Audio
구축 미흡
기 등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축적한 기
- 오디오 부호화 핵심원천 기술
술 AV 부호화 분야의 기술 경쟁력 술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 부족
보유
- AI 기반 미디어 부호화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 부족

표
준

기
회
요
인
(O
)

약 점 요 인(W)

- MPEG, ITU 등 주요 표준화
표
기구에서의 적극적 표준화 활동을
준
통한 표준화 역량 및 노하우 축적

- 경쟁국 대비 표준 기술에 대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R&D 지원 및
국가간 전략적 공조 부족

【SO전략】

【WO전략】

시 - 국제표준기반의 코덱 시장과 산업체 【ST전략】
주도의 코덱 시장이 혼재
장

【WT전략】

- 감염성 질병(COVID-19 등)의 영향
으로 영상 통화, VR/AR 등 비대면
시
- (시장) 다른 나라보다 앞서 서비스를 - (시장) 단말 위주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장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서비스
유지하면서 신규 서비스 시장에서는
- 자율주행, 감시카메라 등 머신이
시장 선점
콘텐츠, 장비, 플랫폼시장으로 확산 도모
활용하는 영상 서비스 시장 가시화
- (기술) 신규 멀티미디어 응용에서도 - (기술)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적용 가능한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수 있는 비디오 부호화 기술 검증용
- 실감방송 미디어 분야의 기술개발
강화
및
IPR
확보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가속화 및 응용시장 성장 확대에
(표준)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표준)
국가
차원의 장기적 R&D 기술
기
따른 실감형/몰입형 AV 부호화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도
적극
대응
개발
계획
수립
및 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의 적용 분야 확대
술
전문
인력
양성
- AI 기술을 미디어 부호화에 적용하는
시작 단계

표
준

- 비디오/오디오 신호의 대용량/고품질/
실감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신규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표준에 대한
개발이 시작 단계에 진입

위 기 협 술
요
인
(T) 표 준

- (시장) 국제표준기반의 코덱을 기반 - (시장) 코덱 시장의 혼재는 소량
으로 시장을 창출하면서, 거대 테크
다품종 장비 시장 진출의 기회로
기업 주도 코덱 시장에도 동시 참여
활용
- (기술) 핵심 표준기술 보유 기관과의 - (기술) 양질의 인력, 특히 AI 인력
전략적 제휴 및 표준화 공조를 통한
배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국제표준화가 일부 기술 선진국
국제표준 기술 확보
공조 체계 마련
(기관) 주도로 추진
- (표준) 국내 산․학․연 연계를 통한 - (표준) 기술 선진국들과 전략적 연대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의장단 진출 및
차세대비디오/오디오부호화를위한국제
국제표준화 선도
표준화 붐 조성 및 표준화 협력
기술 선진국(기관) 간 전략적 기술
공조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3DoF+ 비디오 부호화 표준이 2021년 상반기 완료됨에 따라, 현재 탐색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6DoF
오디오/비디오 부호화 표준화가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6DoF 오디오/비디오 부호화의
본격적인 표준화에 대비하여 국내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그간 AI 기술 적용으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람 또는 기계를 위한 미디어 부호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막 기술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라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함. 이에 기술 개발 및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R&D 지원 확대와 산·학·연의 협력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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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강 점 요 인(S)
시
장

국외환경요인

약 점 요 인(W)

- 대용량의 UHD 방송, LTE/5G
- 내수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시
단말 시장에 비해 플랫폼 시장이
조기 실시 경험
장 활성화 되지 않음
- TV 및 이동단말 등 제조 강국

- MPEG-I
PCC
Systems
등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축적한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 분야의
-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등을 위한
기술
경쟁력
보유
인프라 및 독자적 산업 생태계
국내역량요인 기
기
- 5G 시대의 개막으로 대용량 미디어
형성을 위한 장비, 인력 부족
술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보유 술 - 5G 서비스 인프라 구축 초기
- 3DoF, 3DoF+ 기반 실감미디어
단계로 전국단위 서비스 미흡
저장 및 처리와 관련된 표준 기술
핵심 경쟁력 보유
-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균형 잡힌
- MPEG, ITU 등 주요 표준화기구
참여가 부족하여 국내 독자 표준
에서의 적극적 표준화 활동을 통한
제정을 위한 환경 취약
표 표준화 역량 및 노하우 축적
표
- 경쟁국 대비 표준 기술에 대한
준 - MPEG 내에서 OMAF 및 PCC 준 국가기술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System 등 표준화 주도를 통한
위한 국내 관련 기관 간 협조
역량 보유
체계 구축 및 정부 지원 미흡

시 - 5G 상용화로 XR과 같은 대용량 【SO전략】
장 미디어 유통 및 소비 시장 활성화

【WO전략】

- 실감방송 미디어 분야의 기술 개발 - (시장) 고품질/대용량 콘텐츠 서비스 가속화 및 응용시장 성장 확대에 조기도입으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따른 실감형 미디어 저장 및 처리 시장 선점
- (기술) 다양한 신규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 기 필요성 및 적용 분야 확대
회 술 - 실감미디어 저장/처리/전송 표준화를 개발하고, 실감미디어 산업에 활용 가능한
요
통해 서비스의 시장 확대및 플랫폼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강화 및 IPR 확보
- (표준)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한 간상호호환성확보
인
국제표준화 선도 및 신규 표준화
(O)
- 실감방송미디어의대용량미디어처리
아이템에도 적극 대응
요구 확대에 따른 실감형 미디어
표 처리 표준화 시작
준 - 3DoF 기반 실감미디어 표준화
완료 및 3DoF+, 6DoF 기반 실감
미디어 표준화 시작 단계 진입

시
【ST전략】
- 양질의 고해상도/고품질 콘텐츠 부재
장

(시장)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는
이동통신 및 단말 분야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시장 활성화 도모
(기술)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고 플랫폼
관점에서의 표준화 기술 개발이 필요
(표준)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투자를
통한 핵심 인력 육성 및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표준화 기술 선점 필요

【WT전략】

- 기술 선진국(기관) 간 전략적 기술 - (시장) 이동통신 및 단말 분야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시장
위 기 공조 중
-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독자 활성화 도모
협 술
플랫폼 기술 개발 진행 중 (Google, - (기술) 시장 파편화를 막고 보편적인 요
실감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Facebook 등)
핵심 표준기술 보유 기관과의 전략적
인
제휴 및 표준화 공조를 통한 국제표준
(T)
- 핵심 기술 보유국 중심의 표준화 기술 확보
표
선도 움직임이 있으며, 국제표준화가 - (표준) 국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국제
준 일부 기술 선진국(기관) 주도로 추진
표준화 역량 강화, 의장단 진출 및
국제표준화 선도

(시장) 클라우드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용량 미디어 저장/ 처리
시장 형성의 기회로 활용
(기술) 국가 차원에서 실감미디어
플랫폼 산업 육성 및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R&D 계획 수립
및 투자가 필요
(표준) 표준전문가 육성 및 산·학·연
전략적 공조를 통한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MPEG을 중심으로 3DoF 미디어 전송/저장 표준화가 완료되고 3DoF+ 전송/저장 표준화가 시작 되었으며,
Point Cloud Data를 실시간 전송 및 저장하기 위한 표준화, 네트워크/클라우드 상에서 대용량 미디어처리를
위한 구조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 3DoF+ 및 Point Cloud Data를 전송/저장/처리,
네트워크/클라우드 상에서의 대용량 미디어처리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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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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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

국제

AMWA NMOS,
VSF,
SMPTE
TC-32NF,
W3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캐나다)RIEDEL, (미국)아리스타, (일본)소니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영국)BBC, (캐나다)CBC, RIEDEL, (일본)소니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전문 방송 미디어분야의 IP 방송제작 기술은 콘텐츠 전송 기술 표준인 SMPTE ST2110 기술
표준이 완성 되었고 2020년도 말에 ITU-R SG6에서 이를 표준으로 승인함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범용의 네트워크 기술과 고안정성의 방송기술이 결합되는 분야에서 국내
경쟁력있는 IT 기술과 방송기술을 융합하여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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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AMWA를 중심으로 EBU, VSF, SMPTE 가 참여한 JT-NM을 구성하여 전문 방송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표준 개발과 함께 상호운용성 실험을 진행 중임
- 네트워크 미디어 장비의 자동 발견과 등록 기술 표준은 상호운용성 실험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방송 장비의 제어 기술과 모니터링 및 보안 기술 분야는 요구사항 도출과
함께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오픈소스 연계)) 무료 보편적인 방송을
지향하는 지상파 방송은 개방형 국제표준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 표준화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국내 산학연 기관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기반
방송장비 제어/관리 기술에 대한 검증과 이슈 해결을 통해 IPR을 확보하고 표준화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별도의 국내 표준화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UHD 방송 편성비율 증가에 따른 신규 방송제작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국제표준 기술을 채택하고 적용하기 위한 국내 요구사항
수렴 및 관련 표준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국제표준 준용에 따른 국내외 영향을 고려하여 표준화 내용과 기술 방향에
전략적으로 대응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확장성 높은 네트워크 기술과 고품질/고안정성의 방송기술을
결합한 개방형 네트워크 미디어 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여 표준화와 제품
상용화로 기술 선점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국내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미디어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원천기술 및 특허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와 국내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제작
환경에서 요구하는 방송 시스템 제어/모니터링, 보안 및 소프트웨어 기반 방송제작 기술을 R&D
과제 수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원천기술과 IPR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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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케이블방송
PG,
미래케이블포럼

국제

ITU-T SG9,
SCTE,
CableLabs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한양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컴케스트/시스코,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컴케스트/시스코,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기업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북미에서는 2019년말 케이블 방송 표준화단체인 CableLabs에서 해당 기술을 정식으로 포함한 DOCSIS
4.0 규격을 발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공적 표준기구인 ITU-T를
통해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시스템 및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을 2019년에 승인받고 현재 시스템 기능
규격에 대해 2022년 승인을 목표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최근 북미 최대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Comcast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랩 테스트를 완료하고 다양한 HFC 토플로지에 대한 적용을 계획하는
등 관련 서비스 및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확산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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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9에서 2019년 케이블기반 In-band Full Duplex 시스템 및 서비스 요구사항
(J.FDX-req)에 대한 표준 승인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In-band Full Duplex 전송 규격
(J.FDX-trans)에 대한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의장단(라포쳐, 에디터) 수임을
통한 표준기술 선점 및 IPR 확보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 및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IPR 확보, 이를 통한 국제표준화
수행

<표준화 계획>
- 미래케이블포럼을 통한 사업자 요구사항 수렴 및 TTA 케이블방송 PG(PG803)에 케이블
기반 In-band Full Duplex 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기술보고서) 제안 및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케이블방송 PG(PG803) 및 한국 ITU 위원회를 통한 기술
표준화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해 기 수행된 R&D
과제에서 확보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표준화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케이블 기반 In-band Full
Duplex 전송 시스템 및 서비스 기술에 표준화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최종 표준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확보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를 보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
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R&D 과제 수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확보된 원천기술 및
핵심 요소기술을 통해 국제표준화 추진 및 표준 IPR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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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지상파방송 PG,
한국재난정보
미디어포럼

국제

ITU-R SG6,
ATSC TG3

ETRI, 삼성전자,
LG전자, KBS,
국내
MBC, SBS, 디
참여
지캡,
업체/
에어코드,
기관
로와시스, 온품,
에이티비스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AWARN, Zenith, Triveni, Digital Alert Systems
(프랑스) ENENSYS, (한국) 디지캡/로와시스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싱클레어, PearlTV, Zenith, Triveni, Digital Alert
Systems, (프랑스) ENENSYS, (한국) ETRI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미국 ATSC 3.0 TG3에서 재난경보방송서비스 관련 시스템/시그널링/콘텐츠 표준화와 서비스운용/수신기구현
등 가이드라인 표준문서는 2018년 1월 및 2019년 2월에 각각 1차 완료하였으며, 실제 서비스 추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지상파 UHDTV 기반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기술 및 표준 개발, 시범서비스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서비스의 영역 및 표준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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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미국은 ATSC 3.0 재난방송시스템 표준과 구현 가이드라인 문서는 2017년 1월과 2018년
2월에 각각 승인 완료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재난 App,
멀티미디어 등 응용서비스 모델에 대한 로드맵 작업 및 재난서비스 수신그룹 등 추가
표준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TTA 지상파방송 PG(PG802)에서의
국내 환경에 맞는 지상파 UHDTV 기반 재난경보방송 단체 표준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 내용을 ATSC TG3 표준화 및 ITU-R SG6에 제안 및 반영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미국의 ATSC 3.0 재난방송 서비스
모델개발 및 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AWARN 및 방송사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국내에서 개발하여 시범서비스와 활용하고 있는 지상파 UHDTV기반 재난방송 관련 표준
기술들의 미국 방송 환경에서의 공동 검증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TSC3.0 TG3 및
ITU-R SG6 표준화 추진
<표준화 계획>
- ATSC3.0 표준 기반의 지상파 UHDTV 재난방송서비스 관련 시그널링/시스템 표준과 서비스
운영/수신기 구현 가이드 표준은 2019년 말에 개정 및 제정 완료되었고, 방송 장비간 재난방송
신호를 위한 인터페이스/보안 관련 표준 기술과 지상파 UHDTV 방송망을 통한 재난경보 메시지
수신 범위/단말의 확장 및 공공 응용서비스 기술에 대한 추가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및 표준화 포럼 활동) ATSC 3.0 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제공 환경을 고려하여 지상파기반 재난경보서비스 시나리오, 운영/구현
가이드, 장비 간 인터페이스/보안 등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 재난경보
시범서비스 정책 및 모바일 방송으로의 재난경보서비스 확대 등을 모두 고려한 지상파
UHDTV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송수신 정합 및 가이드 표준 개정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지상파
UHDTV 재난경보방송 송수신 시스템의 국내외 상용화 및 주요 서비스 기술에 대한
고도화를 통한 관련 내용에 대한 원천 또는 추가 특허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지상파 UHDTV 재난경보방송 표준에 있어서 국내 환경에
맞는 송수신 시스템/서비스 기술 상용화, 실환경 필드테스트, 전국 시범서비스를 통하여
관련된 IPR을 추가 확보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시에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 협력 표준화
공동 추진으로 국내외 표준 특허를 추가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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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ETSI Broadcast
DAB,
RadioDNS WT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BS, MBC,
SBS, EBS,
ETRI,
남서울대 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모바일방송 PG,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영국/Global Radio, BBC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유럽/EBU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전략적수용(Ver.2021) → 전략적수용(Ver.2022)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은 방송망과 브로드밴드망이 융합된 라디오 단말에서 앱 형태로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RadioDNS에서는 슬라이드쇼, SPI 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개정된 표준에 대한 업데이트 및 차량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단계에 있으므로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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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RadioDNS에서는 하이브리드 라디오 룩업, SPI 및 슬라이드쇼 표준을 완료하고 관련
표준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라디오 룩업 표준의 경우
ABR(Adaptive Bit Rate) 환경을 고려하여 HLS/DASH 기능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RadioDNS에서는 슬라이드쇼, SPI
표준을 완료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국내의 경우, ETSI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및 SPI 표준 완료 필요
<표준화 계획>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에서는 2020년에 슬라이드쇼 및 SPI에 대한 표준 초안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2021년에 TTA 모바일방송 PG(PG801)에 제안하여 2022년까지 관련 표준화를
완료할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에서 개발이 완료된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및 SPI 표준을 TTA PG 801을 통해 국내 표준화 완료(2022년)
- (국제표준 준용) ETSI 표준을 준용하고 RDS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 FM 환경을 고려하여
ETSI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라디오 매체와 브로드밴드의 연동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화 추진
- (제품개발)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제공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RDS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 FM 환경 및 5G 기반의 브로드밴드망 환경에 적합한 신규 서비스 IPR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RDS를 적용하지 않는 FM 하이브리드 룩업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신규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관련 IPR 확보하고 확보된 기술의 국내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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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ETSI ISG ARF,
JTC SC29
WG 3/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Google, Intel, Apple, AMD, Facebook (독일) HHI, 기술
기업
(프랑스) Orange, (스위스) CREAL
수준

표준화
단계

국내

TTA 모바일방송,
지상파방송 PG,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HHI, IIS, Deutsche telecom, 스웨덴/에릭슨
핀란드/노키아, 프랑스/B-com, Orange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ETSI ISG ARF를 중심으로 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적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 및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관련 요소기술, 기능 및
시스템/서비스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AR
응용서비스를 위한 송수신 및 응용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동경쟁공략
항목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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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ETSI ISG ARF는 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산업적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 및 이를
위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기술을 토대로 프레임워크 구조 분석을 완료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기능 및 시스템/서비스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논의 중이며 2022년 관련
보고서 발간 예정
- 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JTC1 SC29 WG3/7
등 관련 SDOs에 표준화 수행 공조 수행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ESTI ISG ARF에서 AR 서비스 공통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22년 시나리오에 따른 상호 운용성에 대한 기능적/시스템/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이후, 다양한 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예상되는
바, 국내 단일 표준 초안 논의와 동시에 참여기업의 협력 대응을 통한 표준화 수행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AR 기술은 위치 정보 및 서비스,
모바일 디바이스와 접목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콘텐츠 활용이 두드러지고, SW 플랫폼 기술에
의해 다양한 AR 서비스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이에, 정부 중심의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핵심기술 개발 및 미래미디어방송표준포럼 및 TTA와 연계를 통하여
국내 단일 표준 초안을 개발하고 협력대응을 통한 표준화 수행
<표준화 계획>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산하 미래미디어 분과를 통한 사업자 요구사항 수렴 및 VR/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기술, 송수신 정합 등에 대한 표준안 개발
- TTA 모바일 방송 PG(PG801)등 다양한 매체기반의 AR 서비스 송수신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 및
표준화 협력 대응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VR/AR 등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 관련 국내의견 수렴, 국제표준화 현황
및 국내외 기술개발 에 대한 Study Mission 수행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VR/AR 서비스 송수신 정합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한 R&D 과제
추진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및 표준화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전략: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AR 단말의 프레임웍
및 다양한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포맷, 전송방식, 재현 등에 대한 표준 정합성
검증 및 재설계를 통한 특허 선점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산·학·연 몰입형 미디어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핵심 IPR을 확보함과 동시에 선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에 참여함으로써, 표준
IPR를 선점 및 표준특허 창출사업 등을 통한 표준특허 발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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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MPEG뉴미디어
포럼

국제

JTC1
SC29
WG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Intel, InterDigital, (프랑스)/Orange, (핀란드)/Nokia,
기업
(네덜란드)/Philips, (중국)/Tencent

표준화
단계

국내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Intel, InterDigita2023l, (프랑스)/Orange,
(핀란드)/Nokia,(네덜란드)/Philips, (중국)/Tencen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JTC1 SC29 WG4(MPEG Video Coding)의 MPEG-I Visual 그룹에서 3DoF+ 비디오 부호화 표준 발간과
6DoF 비디오 부호화 및 Dense Light Field 부호화를 위한 기술 탐색 단계(부호화, 실험영상 수집, 기술탐색
실험 등)이고 향후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32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DoF+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는 2020년 7월 CD, 2020년 10월 DIS, 2021년 7월 FDIS로 진행
- 6DoF 비디오 부호화는 탐색 실험 단계(부호화, 깊이 추정, 칼라 보정, 테스트 시퀀스 수집,
공통실험조건 설정 등)이며, 표준 완료 시점은 2023년으로 예상
- Dense Light Field 부호화는 탐색 실험 단계(포맷변환, 부호화, 테스트 시퀀스 수집, 공통실험조건
설정 등)이며, 표준 완료 시점은 2023년으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디지털 비디오 압축/표현 표준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기관에서도 5G의 새로운 미디어로 부각되고 있는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됨. 3DoF+ 비디오 부호화에 이여 조만간 본격화될
6DoF/Dense Light Field 비디오 부호화 표준에 대한 적극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에 대한 별도의 국내표준화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MPEG
국제표준화를 국내 방송, 5G 등의 서비스에 적용, 채택하기 위한 국내표준화가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MPEG 회의 보고회 및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국내 전문가 대상으로
국제표준(MPEG-I Visual)으로 진행 중인 몰입형 비디오 표준 기술을 보급하고 표준화
현황을 보고. 또한 표준화 및 표준기술 개발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 및 국제표준 기술
분석 보고서 발간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몰입형 비디오에 대한 획득, 압축, 전송, 랜더링의 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를 기술기고를 통하여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표준화 진행을 위한 6DoF 실험영상 제공 등 표준화에도 기여할 계획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6DoF/Dense
Light Filed 비디오의 압축 및 전/후처리, 획득, 랜더링 등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표준 필수특허 설계 및 관련 특허망 구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핵심기술 개발과 동시에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기술개발의 추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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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MPEG뉴미디어
포럼

국제

JTC1
SC29
WG6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가우디오랩(주)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구글/페이스북/MS, (독일) 프라운호퍼,
(네덜란드) 필립스,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폴란드) 질리아(Zylia), (중국) 화웨이, (일본) 소니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돌비/퀄컴, (독일) 프라운호퍼, (네덜란드) 필립스, 표준
기업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국제표준화 기구인 JTC1 SC29 WG6에서는 MPEG-I Immersive Audio (6DoF) 표준 개발을 위해
2019년도에 요구사항을 확정한 후 표준화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2021년 4월 CfP를 공표하고 현재는
제안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플랫폼, 기술 선정을 위한 테스트 및 평가 절차 및 CE 방법론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기술 제안을 받아 2022년도 1월 회의에서 기술(RM0)을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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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29 WG6에서는 MPEG-I Part 4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및
CfP을 확정하고, 제안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플랫폼, 기술 선정을 위한 테스트 및
평가 절차 및 CE 방법론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기술 제안을 받아
2022년도 1월 회의에서 기술(RM0)을 선정 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MPEG-I Part 4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에 대한 CfP, 기술제안 일정 및 표준화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참여기업/기관/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보유 기술 및 신규 IPR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표준화 계획>
- 별도의 국내표준 추진계획은 없으며, 국제표준 제정(2024년) 후 필요시 검토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및 국제표준 준용) 관련 국제표준 기술을 분석하고, 국내 서비스를
위해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내표준 채택 추진 여부 결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사용자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몰입형 오디오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으로 몰입형 오디오 서비스에 필수적인
메타데이터 및 렌더링 기술 등에 대한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은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분야로,
표준화와 기술개발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산·학·연 간 협력을 통하여 다수의 핵심 기술
및 IPR을 확보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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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MPEG뉴미디어
포럼

국제

JTC1
SC29 WG1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ETRI,
KETI, 광운대,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애플, 퀄컴, 인텔, 인터디지털), (일본) 쏘니,
(핀란드) 노키아, (중국) 샤오미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애플, 퀄컴, 인텔, 인터디지털), (일본) 쏘니,
(핀란드) 노키아, (중국) 샤오미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MPEG에서는 MPEG-I Part 5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V-PCC) 표준 개발을 2017년에 시작하였고,
2018년에 범주 2의 응용 분야에 대해 CD 개발이 시작되었고, 2021년에는 IS로 완료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의
삼성전자, ETRI 등이 적절하게 대응 중. 2018년에 범주 1, 3의 응용 분야에 대해 Part 9 Geometry-based
PCC (G-PCC) 표준이 별도로 시작되어, G-PCC 표준은 2021년에 IS로 완료될 예정임. 국내의 LG전자,
ETRI 등이 적절하게 대응 중. 2021년부터 비디오 기반 메쉬 등 향후 표준에도 PCC 기술이 응용될 것으로
보이는 등 지속적인 확산 공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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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MPEG-I Part 5 V-PCC 표준화는 2021년 IS로 완료되었고, 후속 표준화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특히 Video-based mesh 기반 부호화로 확장되는 논의가 진행임.
- MPEG-I Part 9 G-PCC 표준화는 2021년 중 IS로 완료 예정이고, 후속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
논의 되고 있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Apple, Sony, Intel, Mitsubishi,
샤오미 등 다국적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국내 산·학·연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화 활동이 국내표준으로 연계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V-PCC/G-PCC 확장 연계 표준에 대한 국내기관의 대응 표준화 활동이 예상됨.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각 기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기반으로 채택 및 확정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방식의 국내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위치정보에 대한 표현 및 압축 파일 포맷 관련 IPR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산·학·연 간 협력을 통하여 다수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과정에서 도출 된 IPR을 선출원하여 권리 선점 후 관련 표준화 기구에 기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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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디지털 콘
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국제

JTC1
SC29 WG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 라이트 필드: (이탈리아) UNICA, (브라질) IME/UFPel
선도국가/ - 포인트 클라우드: (호주) UNSW, (포르투갈) IST/ESTG
기업
- 홀로그램: (벨기에) VUB/imec, (프랑스) B-com,
(포르투갈) UBI, (대한민국) ETR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 라이트 필드: (이탈리아) UNICA, (브라질) IME/UFPel
선도국가/ - 포인트 클라우드: (호주) UNSW, (포르투갈) IST/ESTG
기업
- 홀로그램: (벨기에) VUB/imec, (프랑스) B-com,
(포르투갈) UBI, (대한민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JTC1 SC29 WG1(JPEG)의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표준인 JPEG Pleno는 Part2: light field coding과
Part2-AMD1: Profiles and levels for JPEG Pleno Light Field Coding system은 2021년 4월 IS.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는 2022년에 상반기에 CfP 예정되어 있고, 홀로그램 부호화는 2021년 4월 CfP 이후 본격적인
표준화가 예정되어 있음. 국내에서는 ETRI가 홀로그램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32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PEG Pleno는 라이트 필드 부호화 표준의 경우 2021년 4월 IS 발간이 완료되었고,
포인트 클라우드와 홀로그램 부호화에 관한 표준은 2021년 각각 CfE와 CfP 단계를
거쳐 2022년 본격적인 표준화가 예상되고, 2024년 IS 발간을 목표로 표준개발 추진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에 관한 표준은 중요성에 비해
국내 참여 기관이 많지 않아 표준화 활동 참여 확대 및 산·학·연의 협력적인 대응이 필요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AHG이나 SG 의장단 수임을 통해 관련 표준화 기술 선도
추진

<표준화 계획>
-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국내표준으로 연계될 것으로 예상. 홀로그램
관련 분야는 일부 국내 표준들이 추진 중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각 기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기반으로 채택 및 확정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방식의 국내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에 대한 부/복호화, 렌더링, 메타데이터 관련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기고하여 채택시키는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분야는 JPEG Pleno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표준화 과제 수행을 통한 원천기술과 IPR의 선제적 확보
및 국제표준화 참여 확대를 통한 표준화 기술 선점을 위해 표준화와 기술개발 병행 추진이
필요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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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MPEG뉴미디어
포럼

국제

JTC1
SC29
WG2

국내
ETRI, LG전자,
참여
건국대, 경희대,
업체/
경남대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GTI,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기업
텐센트/알리바바/차이나텔콤, (대만) ITRI, (한국) ETRI

표준화
단계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GTI,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기업
텐센트/알리바바/차이나텔콤, (대만) ETRI, (한국) ETRI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신규) → 차세대공략(Ver.2022)
JTC1 SC29 WG2에서는 2019년 7월 VCM(Video Coding for Machine) AHG을 결성하고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논의를 시작하였음. 2021년 1월 VCM 표준기술 탐색을 위한 CfE를
발간하였으며, 2021년 4월 CfE 응답 기술들의 검토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 표준기술의
잠재성이 확인된 머신 비전을 위한 이미지 압축 분야에 대한 CfP 준비와 함께 추가적인 기술 탐색을 계속
진행하기로 함.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표준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본격화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내 핵심 표준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및 표준 IPR 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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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MPEG VCM AHG이 2019년 7월
127차 MPEG 회의에서 결성되었으며, 산업계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VVC 대비 임무수행
정확도 기준 압축률 향상을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의 탐색 단계가 진행 중
- 2021년 4월 CfE 응답 기술들의 검토 평가를 바탕으로 머신 비전을 위한 이미지 압축 분야에
대한 CfP 준비와 함께 추가적인 기술 탐색을 계속 진행할 계획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향후 머신비전을 위한 영상 데이터
소비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표준화 초기단계인 SC28 WG11 VCM에 국내
산·학·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련 국제 표준기술에 대한 IPR 확보 및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주도적 표준화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MPEG뉴미디어포럼 주관으로 매 표준화 회의에서 도출된 SC29 WG11 VCM의 주요 진행결과
및 상세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MPEG 보고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Tracking 및 활발한 정보 교류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SC29 WG11 VCM 표준기술 및 표준화에 대한 국내의견 수렴, 국제
표준화 현황 및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추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SC29 WG11 VCM 표준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국제 표준화 적극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권리범위 확대 전략)
VVC 대비 임무수행 정확도를 기준으로 압축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부호화 기술의 표준 IPR을
확보함에 있어, 기술적 상위 개념 확대, 포괄적 실시예의 보완 등을 통해 길목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SC29 WG11 VCM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IPR에 대해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으로 신속하게 대응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 산·학·연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IPR 확보에 중점을 둔
국제 표준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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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2

2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2
3
4

국내
ETRI, 삼성전자,
참여
LG전자
업체/
기관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1
1

4

1

1

3

기술
개발
단계

2
1

3

JTC1 SC29
WG5

3
2

4

국제

4
3

정책 5
부합성

MPEG뉴미디어
포럼

5

4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독일) HHI/아헨공대, (미국) 퀄컴/인터디지털 (핀란드)
노키아, (중국) 텐센트/알리바바/바이트댄스, (한국)
ETRI/삼성/LG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HHI/아헨공대, (미국) 퀄컴/인터디2028지털
(핀란드) 노키아, (중국) 텐센트/알리바바/바이트댄스,
(한국) ETRI/삼성/LG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신규) → 차세대공략(Ver.2022)
JTC1 SC29 WG5에서는 2020년 7월에 심층신경망(DNN) 기술을 활용하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 기술
탐색을 위한 AHG을 결성하였고, 2021년 1월에는 전통적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 기술 탐색을 위한 AHG을 결성하여 차세대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술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
및 다양한 기술 탐색 등을 진행하고 있음. 기업, 연구소, 대학들을 중심으로 국제표준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본격화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내 핵심 표준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및 표준 IPR 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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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29 WG5 (JVET)에서는 2020년 7월에 심층신경망(DNN) 기술을 활용하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에 대한 AHG을 결성하였고, 2021년 1월에는 전통적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에 대한 AHG을 결성하여 다양한 기술 탐색 단계가
진행 중
- 차세대 비디오 표준화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현재까지 다수의 국내 산·학·연
기관들이 딥러닝 및 신호처리 기반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JVET의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 선행(탐색) 단계부터 폭넓은 요소기술 확보 및
국내외 기관 간 기술평가/검증과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
<표준화 계획>
- MPEG뉴미디어포럼 주관으로 매 표준화 회의에서 도출된 JVET 차세대 비디오 표준을 위한
선행 작업 AHG의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MPEG 보고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Tracking 및 활발한 정보 교류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JVET 차세대 비디오 표준에 대한 국내의견 수렴, 국제 표준화 현황 및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추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JVET 차세대 비디오 표준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국제 표준화 적극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권리범위 확대 전략)
기존 부호화 기술의 압축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차별화된 부호화 기술에 대한 IPR을
확보함에 있어, 기술적 상위 개념 확대, 포괄적 실시예의 보완 등을 통해 길목 특허를 다수
확보 및 JVET 차세대 비디오 표준화를 위한 선행 작업 AHG의 활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IPR에 대해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으로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 산학연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IPR 확보에 중점을 둔 국제
표준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_ 실감방송·미디어 331

(선도경쟁공략 | 병행)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JTC1 SC29 전
문위원회

국제

JTC1
SC29 WG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단국대,
세종대,PJ
factory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포르투갈)Instituto de Telecomunicações, (미국) google,
기업
(스위스) EPFL, (중국) Tencent America LLC

표준화
단계

국내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포르투갈)Instituto de Telecomunicações, (미국) google,
기업
(스위스) EPFL, (중국) Tencent America LLC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JTC1 SC29 WG1(JPEG)에서는 2019년 7월 learning based coding AHG을 결성하고 인공 지능을 이용한
부호화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논의를 시작하여 2020년 7월 CfE 공표를 했고. 추후 CfE 결과에 따라
본격적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1년 10월에 CfP를 공표할예정이고, 국제표준 기획 단계인 현 시점 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안 반영의 발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 산학연의 선제적 대응 및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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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인공지능 부호화 표준을 대비 인공지능(CNN, GAN)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에 대한 JPEG
leanring based image coding(JPEG AI) AHG가 2019년 JPEG 회의에서 결성되었으며, 학계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존 이밎 부호화 툴 보완 및 대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부호화 기술
탐색 단계가 진행 중
- JPEG leanring based image coding(JPEG AI) AHG에서는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부호화
요구사항 및 기존 부호화 프레임워크 내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신규 부호화 알고리즘 화질
평가 방법에 대한 분석을 진행 예정
- 부호화 뿐이 아니고 영상처리에 관한 기술과 컴퓨터 비젼에 관한 기술도 함께 표준화를 할
예정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현재까지 다수의 국내 산·학·연
기관들이 딥러닝을 활용한 지능형 이미지 부호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JPEG AI AHG 단계에서부터 폭넓은 요소기술 확보 및 국내외 기관 간 기술평가/검증과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
<표준화 계획>
-JTC1 SC29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매 표준화 회의에서 도출된 JPEG AI AHG의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JPEG 보고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Tracking 및 활발한 정보 교류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JPEG AI 표준에 대한 국내의견 수렴, 국제 표준화 현황 및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추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JPEG AI 표준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국제 표준화
적극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권리범위 확대 전략)
기존 부호화 기술의 압축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차별화된 부호화 기술에 대한 IPR을
확보함에 있어, 기술적 상위 개념 확대, 포괄적 실시예의 보완 등을 통해 길목 특허를 다수
확보 및 JPEG AI AHG 활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IPR에 대해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으로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 산학연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IPR 확보에 중점을 둔 국제
표준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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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29 WG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ETRI,
경희대, 한양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MPEG뉴미디어
포럼,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핀란드)Nokia, (프랑스)InterDigital,
(독일)HHI, (중국)Tencent, (미국)Apple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핀란드)Nokia, (프랑스)InterDigital,
(독일)HHI, (중국)Tencent, (미국)Apple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 2021) → 지속/확산공략(Ver. 2022)
- 국제표준화 기구인 JTC1 SC29 WG3에서 진행 중인 MPEG-I Part 10 Carriage of Visual Volumetric
Video-based Coding Data표준화는 21년 4월 승인을 완료 했으며, MPEG-I Part 18 Carriage of
Geometry-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Data 표준화 역시 21년말 승인 완료 예정. 해당 표준 분야는
높은 국내 역량을 기반으로 Amendment 표준화 및 후속 및 개정 표준에서의 지속적인 선도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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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2022년 FDAM 승인 목표로 Video 기반 Point Cloud Data의 저장/전송을 위한 MPEG-I Part 10
Carriage of Visual Volumetric Video-based Coding Data 표준의 Amendment 표준화를 추진
- 2023 ~ 2024년 승인 목표로 Geometry 기반 Point Cloud Data version2의 저장/전송을 위한
MPEG-I Part 18 Carriage of Geometry-based Pont Cloud Compression Data 표준의 확장
작업이 진행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LG전자, 삼성전자, ETRI, 경희대, 한양대
등 국내 참여기관들 주도로 MPEG-I Part 10 및 MPEG-I Part 18 표준의 국내 기술 채택 적극
추진

<표준화 계획>
- 국내 독자적 표준화를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국제표준화를 준용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인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포맷 표준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 국제표준화 현황 및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보고서 발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지원, 실감미디어
저장/전송 관련 IPR 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 서비스 제시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 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상용화 및 주요 서비스 적용을 위한 기술 고도화 작업, 몰입형/실감형 서비스/기기 정합성을
고려한 저장/전송 포맷, 재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술 등에 대한 원천 특허 선점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몰입형/실감형 미디어 디바이스 및 서비스 기술 개발과 더불어
연관된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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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오픈소스
대응전략

-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분야의 오픈소스는 AMWA를 중심으로 SMPTE
ST.2110 전송체계 위에서 NMOS 오픈소스 솔루션이 만들어지고 있음
-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분야의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범용적인 IT
기술과 결합된 전문 방송기술이 요구됨. 특히 대용량 콘텐츠와 초정밀 제어 신호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기술과 모니터링 및 보안 기술에 대한 개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
- 전문분야별 독자적 대응을 지양하고 관련 분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크로스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

표준화
연계전략

- 전문 방송기술의 안정성과 고도화된 IT 기술의 확장성을 충족해야하는 네트워크 미디어 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에서 개방형 API(오픈플로우)를 통해 네트워크의 트래픽 전달 동작을
제어/관리하는 SDN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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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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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3GPP

3rd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5G

Fifth Generation

6DoF
AAC

6 Degrees of Freedom
Advanced Audio Coding

ABR
AEA

Adaptive Bit Rate
Advanced Emergency Alert

AEA-IT
AEA-IT

Advanced Emergency Alert-Implementation Team
Advanced Emergency Alert Implementation Team

AhG
AMWA
AOMedia

Ad Hoc Group
Advanced Media Workflow Association
Alliance for Open Media

ARF

Augmented Reality Framework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V1
AVC
AWARN

AOMedia Video 1
Advanced Video Coding
Advanced Warning and Response Network

BS
CA

Broadcasting Satellite
Conditional Access

CAS
CDN

Conditional Access System
Content Delivery Network

CfE
CfP
CM

Call for Evidence
Call for Proposals
Commercial Module

CNN
CT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SH
DGPS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Differential GPS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NN

Deep Neural Network

DNNVC
DNS

DNN based Video Coding
Domain Name System

DRM
DRM
DSTP

Digital Radio Mondiale
Digital Rights Management
Data Source Transport Protocol

DTV
DVB

Digital Television
Digital Video Broadcasting

DVB-S2X
EBU

Digital Video Broadcasting S2 Extensions
European Broadcasting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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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
EME

Elastic Compute Cloud
Encrypted Media Extensions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ES

ETSI Standard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U

European Union

FM

Frequency Modulation

FS

File formats and System

FTV
FVC

Free-viewpoint Television
Future Video Coding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R

Group Report

HbbTV
HD
HDMI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High Definition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HDR
HDTV

High Dynamic Range
High Definition Television

HEVC
HFR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igh Frame Rate

HHI
HLS
HMKTA

Heinrich Hertz Institute
HTTP Live Streaming
HEVC Test Model Key Technology Area

HTTP
IBC

Hypertext Transfer Protocol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ICT
IEC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Electrotechnics Commission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oT
IP

Internet of Things
Internet Protocol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S
ISG
ISG ECI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Specification Group
Industry Specification Group on Embedded Common Interface

ISO
ITU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R
ITU-T
JCT-3V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Joint Collaborative Team on 3D Video Coding Extension Development

JCT-VC
JEM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Joint Exploration Model

JPEG

Joint Photographic coding Expert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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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1
JT-NM

Joint Technical Committee 1
Joint Taskforce on Networked Media

JVET

Joint Video Experts Team

LCD

Liquid Crystal Display

LCVC

Low Complexity Video Coding

LIST

Live IP Software Toolkit

MBMS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

MEC

Mobile Edge Computing

MMT
MPEG

MPEG Media Transport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R

Mixed Reality

MSE

Media Source Extensions

MVC
MXF
NAMM

Multiview Video Coding
Material Exchange Format
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Merchants

NBMP
NMI

Network-Based Media Processing
Networked Media Incubator

NMOS
NRSC

Networked Media Open Specifications
National Radio Systems Committee

OBS
OMAF
OpenVINO

Olympic Broadcasting System
Omnidirectional MediA Format
Open Visual Inference & Neural network Optimization

PCC
PCL

Point Cloud Compression
Point Cloud Library

PDP
PG

Plasma Display Panel
Program Group

PT8

Planning Team

RadioDNS
RF

Radio Domain Name System
Radio Frequency

RM

Reference Model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RRA
RTK
SC

Radio Research Agency
Real Time Kinematic
Sub Committee

SCC
SDI

Screen Contents Coding
Serial Digital Interface

SDN
SDN
SFN

Software Defined Network
Software Defined Network
Single Frequency Network

SG
SMPTE

Study Group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SPI

Service Programm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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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B
SWOT

Set-Top Box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TC

Technical Committee

T-DMB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FK

TPEG Forum Korea

TG

Technology Group

TISA

Traveller Information Services Association

TM

Technical Module

TMIV
TPEG

Test Model for Immersive Video
Transport Protocol Experts Group

TRT

Technology Revolution Together

TSC

Technical and Standardisation Committee

TTA
UHD
UHDTV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Ultra High Definition
Ultra High Definition TV

USAC
UWV

Unified Speech and Audio Coding
Ultra Wide Vision

V3C
VCEG

Visual Volumetric Video-based Coding
Visual Coding Expert Group

VCM
VR
VSF

Video Coding for Machine
Virtual Reality
Video Service Forum

VSF
VTM

Video Service Forum
VVC Test Model

VVC
W3C

Versatile Video Coding
World Wide Web Consortium

WAVE

Web Application Video Ecosystem

WCG
WDD

Wide Color Gamut
Workflow Description Document

WG

Working Group

WT

Working Team

XR

eXtend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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