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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

기존

서비스와

호환적으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되 스테레오스코픽 표출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비실시간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들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지상파 DMB의 기존 서비스와 호환적으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가 데이터를 비실시간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는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사항, 데이터
포맷, 전송, 다중화 및 시그널링 방법 등을 규정한다. 본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개요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시나리오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서비스 요구사항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부가 데이터 포맷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전송, 다중화 및 시그널링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에서는 기존 지상파 DMB 방송망을 통해 입체적인 비디오 서비스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와 호환적으로 제공하되 이에 필요한 부가 데이터를 비실시간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므로 지상파 DMB의 제한된 가용 전송률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입체영상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용이하게
하고, 지상파 DMB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3D 관련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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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 표준(권고)

-

ETSI EN 300 401 v1.3.3, ‘Radio Broadcasting Systems;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to mobile, portable and fixed receivers’

-

ISO/IEC 13818-1:2000,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ssociated audio information: Systems’

-

ISO/IEC

14496-1:2004,

‘Information

technology—Coding

of

audio-visual

objects—Part 1: Systems’
-

ISO/IEC 23000-9:2008, ‘Information technology — Multimedia application format
(MPEG-A) — Part 9: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application format’

-

ETSI EN 301 234 V2.1.1,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Multimedia Object
Transfer (MOT) protocol’

-

ETSI TS 101 756 V1.3.1,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Registered Tables’

4.2. 국내 표준

-

TTAS.KO-07.0024/R1,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송수신 정합표준’

-

TTAS.KO-07.0026/R2,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

-

TTAK.KO-07.0064,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5. 참조 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 표준(권고)과의 관련성

본 표준은 다른 표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인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표준으로서,

기존

DMB서비스와

호환되도록

상기

4항의

참조표준(권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 사항 없음. 본 표준은 상기 4항의 참조표준(권고) 규격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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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으며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향후 응용서비스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 지식 재산권 관련 사항

본 표준의 ‘지식 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표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함에 있어 지식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이용한다.
※본 표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확약서 이외에도 지식 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다.

7. 시험 인증 관련 사항

7.1. 시험 인증 대상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7.2. 시험 표준 제정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정보

8.1. 표준의 이력

판수

제정·개정일

제 1 판

2010.06.16

제정·개정 내역
제정
TTAK.KO-07.0077

8.2. 주요 개정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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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has been prepared for the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services (DMB)
services that provide stereroscopic video or data presentations in a way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services. In these services, additional data required for the
stereoscopic presentations are delivered in non-realtime methods.

2.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defines the specification for “terrestrial DMB non-realtime stereoscopic
services.” As terrestrial DMB services, these new services are stereoscopic video or
data services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services. For the new services, the additional
data for the stereoscopic presentations are delivered in non-realtime method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Overview



Service scenarios



Service requirements



Formats of the additional data for stereoscopic presentations



Transmission, multiplexing, and signaling methods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enables terrestrial DMB stereoscopic services in which the additional
data for the stereoscopic presentations are delivered in non-realtime methods and thus
make the difficulty of introducing new services in terrestrial DMB due the limited
availability of the transmission rate. It will contribute to the easy introduction and
deployment of stereoscopic services which increase realistic feelings of terrestrial DMB
video or data services. Futherm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DMB competitiveness and the development of 3D relate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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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

ETSI EN 300 401 v1.3.3, “Radio Broadcasting Systems;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to mobile, portable and fixed receivers”

-

ISO/IEC 13818-1: 2000, “Information technology -- Generic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ssociated audio information: Systems”

-

ISO/IEC 14496-1: 2004, “Information technology -- Coding of audio-visual
objects -- Part 1: Systems”

-

ISO/IEC 23000-9:2008, “Information technology — Multimedia application format
(MPEG-A) — Part 9: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application format”

-

ETSI EN 301 234 V2.1.1,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Multimedia Object
Transfer (MOT) protocol”

-

ETSI TS 101 756 V1.3.1,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Registered Tables”

4.2. Domestic Standards

-

TTAS.KO-07.0024/R1, “Terrestrial Digital Audio Broadcasting”

-

TTAS.KO-07.0026/R2, “Specification of the video services for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to mobile, portable and fixed receivers”

-

TTAK.KO-07.0064,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Video-Associated
Stereoscopic Data Service”

5.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5.1.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Because this standard defines new services called “terrestrial DMB non-realtime
stereoscopic services” tha have never been standardized, it refer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listed in Clause 4 above only for providing compatiblilty with exis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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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and this Standard

Not

applicable

for

this

standard.

This

standard

is

prepared

to

guarantee

interoperablility with what are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listed above and
this standard will be maintained for possible inclusion of future applications.

6.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No guarantee can be given as to the existence of other IPRs not referenced on the
TTA website.
And, please make sure to check before applying the standard.

7. Statement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7.1. Object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7.2. Standards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8. History of Standard

8.1. Change History

Edition

Issued date

The 1st edition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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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evision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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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Non-Realtime Stereoscopic Services)

1. 개요

본

표준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

기존

서비스와

호환적으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되 스테레오스코픽 표출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비실시간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들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문서는 다음과 같은 범위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개요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시나리오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서비스 요구사항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부가 데이터 포맷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전송, 다중화 및 시그널링

3. 용어 정의 및 약어

3.1. 용어 정의

3.1.1. 스테레오스코픽

좌우 양안 시점(view)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성질을 뜻하는 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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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모노스코픽

단일 시점(view)의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시청자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없는 성질을 뜻하는 수식어

3.1.3. 3D

본 표준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과 동의어.

3.1.4. 2D

본 표준에서는 ‘모노스코픽’과 동의어.

3.1.5.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지상파 DMB 의 기존 모노스코픽 서비스와 호환적으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또는 비디오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되 스테레오스코픽 표출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비실시간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3.1.6.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비디오를 스테레오스코픽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3.1.7. 지상파 DMB 비실시간 비디오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

모노스코픽

비디오와

연동하여

제공되는

스테레오스코픽

정지영상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3.1.8.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광고

콘텐트와

같이

스테레오스코픽하게

일정

제공하는

기간

반복적으로

서비스에

방송되는

해당하는

지상파

비디오

콘텐트를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２

TTAK.KO-07.0077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3.1.9.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또는 데이터 표출을 위해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MOT
프로토콜에 의해 미리 전송함으로써 수신기로 하며금 이를 비휘발성 저장 장치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에

대응되는

모노스코픽

비디오

또는

데이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신될 때, 저장된 데이터와 이를 함께 처리하여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또는 데이터를 표출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3.1.10.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3.1.11.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모노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와 연동하여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3.1.12. 지상파 DMB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수신기

지상파 DMB 신호를 수신하여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3.1.13.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

패럴랙스 배리어(parallax barrier)로 불리는 가느다란 슬릿 상의 개구부 뒤쪽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좌, 우 영상을 세로 한줄 씩 교대로 배치하여 양쪽 영상을
분리해서 양눈으로 서로 다른 영상을 보내는 디스플레이 방식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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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렌티큘러 렌즈 방식

스크린을 중심으로 180 도의 시야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이 확산될 수
있게하는 렌티큘러(lenticular) 렌즈를 세로로 배열시킨 렌티큘라 스크린을 통하여
좌, 우 영상을 굴절시켜 양 눈으로 서로 다른 영상을 보내는 디스플레이 방식

3.1.15. 기준 영상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서 기존 지상파 DMB 수신기가 호환적으로 인식하여
재생하는

영상

또는

스테레오스코픽에서

모노스코픽으로

시청모드

전환

시

재생되는 영상. 동영상의 경우, ‘기준 동영상’ 또는 ‘기준 비디오’, 정지영상의
경우 ‘기준 정지영상’ 또는 ‘기준 이미지’라고 부르기도 함.

3.1.16. 부가 영상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서 기준 영상이 아닌 다른 시점의 영상. 지상파 DMB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수신기에서는

기준

영상과

함께

스테레오스코픽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기존 지상파 DMB 수신기에서는 인식되지 못하고
무시됨. 동영상의 경우, ‘부가 동영상’ 또는 ‘부가 비디오’, 정지영상의 경우 ‘부가
정지영상’ 또는 ‘부가 이미지’라고 부르기도 함.

3.2. 약어

2D

Two-Dimensional

3D

Three-Dimensional

BIFS

Binary Format for Scenes

CTS

Composition Time Stamp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AF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Application Format

ES

Elementary Stream

ESD

Elementary Stream Descriptor

IOD

Initial Object Descriptor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MNG

Multiple-image Network Graphics

NRT

Non-Real-Time

OD

Object Descriptor
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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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

Packetized Elementary Stream

PMT

Program Map Table

PNG

Portable Network Graphics

PSI

Program Specific Information

SS

Stereoscopic Service

SL

Sync Layer

TS

Transport Stream

4.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개요
.
4.1. 개요

좌우 영상을 이용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는 입체적인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실감을
증진시킨다.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에서는 두 시점, 즉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모노스코픽 서비스에 비해 최대2배까지 많은 정보량을 전송하여야 한다.
이는 매우 제한된 전송률로 인해 신규 서비스 도입에 있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지상파 DMB에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하는 데 장애가 된다. 기존 비디오
또는 이와 연동된 BIFS 데이터 서비스와 호환적으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또는 BIF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디오 또는 이와 연동된 BIFS 데이터 서비스에
사용되는 영상을 기준 영상으로 사용하면서,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부가 영상을 더 전송하여야 한다.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해 부가 영상을
기준 영상과 함께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서비스를 ‘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라
부른다.
본

표준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부가

영상을

기준

영상과

함께

다중화하여 송출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 미리 수신기의 비휘발성 저장 장치에
다운로드해 둔 뒤, 기준 영상 수신 시에 이를 함께 처리하여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규정한다.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
저장장치를 지상파 DMB 수신기 내에 탑재하는 것이 수신기 원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그 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2009년1월

현재,

플래시

메모리를

4

GB까지

탑재하더라도 수신기 원가 상승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파 DMB에서 부가 영상을 비실시간으로 획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MO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부가 영상을 파일 형태로 수신기에 다운로드하는 방법



부가 영상을 파일 형태로 초고속 유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휴대형 저장
장치에 담아 수신기에 미리 옮겨두는 방법
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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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을 지원하는 지상파 DMB 수신기의 경우, 부가 영상을 파일 형태로



휴대인터넷을 통해 미리 다운로드해 두는 방법
광고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하여 송출되는 콘텐트의 경우, 좌영상과 우영상을



번갈아 가며 기준 영상으로서 송출함으로써, 수신기로 하여금 이러한 좌영상과
우영상을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동일 콘텐트가 방송될 때
이를 함께 처리하여 스테레오스코픽하게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즉, 좌영상이 기준
영상으로서 방송되면, 저장해 둔 우영상을 부가 영상으로 활용하고, 우영상이 기준
영상으로서 방송될 때는, 저장해 둔 좌영상을 부가 영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
방법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좌영상이나

우영상이 없는 수신기의 경우, 최초로

수신되는 좌영상 또는 우영상은 모노스코픽하게 디스플레이될 수 밖에 없다. 이
방법에서 가장 큰 장점은 부가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추가의 전송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반복되지 않는 콘텐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표준에서는 상기 여러 가지 방법 중, 스테레오 비디오 서비스를 위해 부가
비디오를

MO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미리

수신기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과

스테레오스코픽 BIFS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부가 이미지를 MOT 프로토콜을 이용해
미리

수신기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이용한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규정한다. 이를 각기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및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라 부른다. 또한 반복 콘텐트의 경우, 별도의 부가 비디오를 전송함이
없이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이를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라 부른다.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는

기존

모노스코픽 서비스와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혼용 가능하다.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에 있어 ‘시간적 혼용’이라 함은 모노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구간에 이어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구간이 이어지고 다시 모노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구간이 이어져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테레오스코픽 BIFS 데이터 서비스에 있어 ‘공간적 혼용’이라 함은 모노스코픽
비디오 상에 BIFS를 이용하여 오버레이되는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들 중 일부
이미지만을 스테레오스코픽 정지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적
혼용’이라 함은 방송시간대 별로 모노스코픽 BIFS 데이터만 서비스되는 구간에 이어
스테레오스코픽 BIFS 데이터가 함께 서비스되는 구간이 나오고 다시 모노스코픽 BIFS
데이터만 서비스되는 구간으로 되돌아 가는 형태가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일 회 이상
６

TTAK.KO-07.0077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반복하여 서비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기준 비디오와 부가 비디오 간의
프레임 수준의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표준에서는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비실기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실제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지속 구간의 길이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부가 비디오 파일의 특성에
의존한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 부가 비디오의 프레임 수가 기준 비디오의 프레임 수
보다 작다면, 부가 비디오의 마지막 프레임까지만 스테레오스코픽하게 디스플레이된다.
또 부가 비디오가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첫 프레임이 IDR 픽처가 아니어서 첫
프레임부터 복호될 수 없다면, 부가 비디오의 첫 IDR 프레임부터 스테레오스코픽하게
디스플레이된다.
다음의 제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와 연동하여 모노스코픽 또는 스테레오스코픽 BIFS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표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 기간 반복되는 BIFS 콘텐트의 경우,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본
표준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2. 서비스 시나리오

4.2.1. 시청 모드 전환

2D

시청

모드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라

하더라도

모노스코픽

모드로

동작한다. 3D 시청 모드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스테레오스코픽 모드로 동작한다.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가 모노스코픽 서비스와 시간적으로 혼용되어 서비스되는 경우
시청 모드를 자동 변경함으로써 모노스코픽 또는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즉 모노스코픽 서비스 구간이 종료되고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구간이 이어서
시작될 때, 이 스테레오스코픽 구간이 시작되기 직전 시청 모드를 2D에서 3D로 자동
전환할 수 있게 하며, 이후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시청 모드를 3D에서 2D로 자동 전환하도록 한다. 또한 시청자가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가 시청 모드를 2D로 변경함으로써 이를 기존 지상파
DMB 모노스코픽 서비스 형태로 시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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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시나리오

기준

비디오는

기존

지상파

DMB

비디오

서비스와

호환적인

방법으로

스트림

모드를통해 실시간 전송되며, 부가 비디오는 MOT 프로토콜에 의해 파일 형태로 기준
비디오에 앞서 수신기로 전송된다. 부가 비디오는 MOT 카루젤에 의해 일정 시간 동안
반복 전송되며, 수신기는 이를 다운로드 받아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해 둔다. 만약 하루
중 방송 휴지 구간이 존재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 구간을 이용하여 다음 하루 동안
사용될 부가 비디오 파일들을 MOT 카루젤로 전송하면 될 것이다.
수신기가 기준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면, 이에 대응되는 부가 비디오 파일을
플래시

메모리에서

찾아

좌우

비디오의

쌍을

구성하여

스테레오스코픽으로

디스플레이한다.

4.2.4.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시나리오

비디오를 BIFS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이미지로 대체하여 생각하면,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의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즉 기준 이미지는 기존 지상파 DMB BIFS 데이터 서비스와 호환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부가 이미지는 MOT 프로토콜에 의해 파일 형태로 기준 이미지에 앞서
수신기로 전송된다. 부가 이미지는 MOT 카루젤에 의해 일정 시간 동안 반복 전송되며,
수신기는 이를 다운로드 받아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해 둔다. 만약 하루 중 방송 휴지
구간이 있다면, 이 때 다음 하루 동안 사용될 부가 이미지 파일들을 MOT 카루젤로
전송하면 될 것이다.
수신기가 기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면, 이에 대응되는 부가 이미지 파일을
플래시

메모리에서

찾아

좌우

이미지의

쌍을

구성하여

스테레오스코픽으로

디스플레이한다.

4.2.5.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시나리오

광고와 같이 예를 들어 1 개월, 3 개월, 6 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하여 송출되는
콘텐트에 국한된 시나리오이다. 기존 지상파 DMB 비디오 서비스와 호환적인 방법으로
좌영상과 우영상을 기준 비디오로서 번갈아 가며 전송한다. 예를 들어 (그림 4-1)에
보인 바와 같이 광고가 첫 회 방송될 때는 좌영상을 기준 비디오로서 전송하고, 동일
광고가 2 회째 방송될 때는 우영상을 기준 비디오로서 전송하며, 3 회째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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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상을 기준 비디오로서 전송하는 식이다.
식이다 수신기가 기준 비디오를 수신하면,, 이 기준
비디오에 대응되는 부가 비디오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지 검사하여 있으면 이들을
이용하여 좌우 영상 쌍으로 구성한 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를 디스플레이한다.
디스플레이한다 만약
없으면,, 기준 비디오만을 모노스코픽하게 디스를레이한다.
디스를레이한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기준
비디오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지 검사하여 없으면,
없으면 이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여 다음 회 콘텐트 반복 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
그림 4-1)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시나리오

5.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요구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송수신 정합표준”을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정합표준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에서는 부가 영상이 기준 영상과
함께 다중화되어 동일한 서브채널로 실시간 송수신되지
송수신
않으며
않으며, 부가 영상은
수신기 내에 탑재된 비휘발성 저장장치로부터 획득되어야 한다.



기존 출시된 지상파 DMB 수신기와의
수신기와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다. 여기서 기존
출시된

지상파

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기라
비디오

함은
연동형

모노스코픽
스테레오스코픽

수신기
데이터

또는
서비스’

표준에 의한 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수신기를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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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5.2. 서비스 요구사항

5.2.1. 수신성능



지상파 DMB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정의한 수신성능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2.2. 서비스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비디오를 스테레오스코픽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BIFS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그래픽,

텍스트

또는

이미지

중

일부

또는

모든

이미지를

스테레오스코픽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2.3. 형식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정의한 비디오
형식과 보조데이터 형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 또는 렌티큘러 렌즈 방식과 같이 영상 수평해상도의 1/2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활용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형식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5.2.4. 호환성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제공 시 기존 모노스코픽 지상파 DMB 수신기에서는 이를
화질 열화 없이 모노스코픽하게 재생하여야 한다.



지상파 DMB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수신기는 기존 모노스코픽 서비스를 수신하여
재생하여야 한다.



기존 출시된 지상파 DMB 수신기와의 상호운용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즉 본
표준에 의해 추가된 기능으로 인해 기존에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상파 DMB
수신기가 그 기능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１０

TTAK.KO-07.0077

정보통신단체표준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6.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6.1.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구성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아래 2 가지 포맷 중 하나로 구성된다.
구성된다 이러한 포맷은 송신 측
부호기의 입력 영상 포맷이면서 동시에 수신 측 복호기의 출력 영상 포맷으로 사용된다
아래의 기본 포맷과 선택사항 포맷은 기존 지상파 DMB의
의 모노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연동형 모노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와 호환적인 포맷이다.
포맷이다 즉 기존 지상파 DMB
수신기는 이와 같은 포맷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중 모노스코픽 표현에 필요한 기준
영상 데이터만을
데이터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재생한다.. 상기 두 포맷에서
포맷
기준 영상은
은 동일한
형태이지만 부가 영상은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수신기로
수신기
제공된
된다. 즉 선택사항
선택
포맷에서 부가 영상의
영상
수평해상도는 기준 영상의 1/2이다.
지상파 DMB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수신기는 기본 포맷과 선택사항 포맷을 모두
지원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 중 한 가지 포맷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즉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부가 영상은 기준 영상과 동일한 해상도를 갖거나 기준 영상에
비해 수평해상도가 1/2인 영상이다.
영상이다

6.1.1. 기본 포맷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그림
그림 6-1)과
과 같이 동일한
동일
크기
크기의
좌우 두 개의 영상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하나는 기준 영상(좌영상
구성된다.
좌영상 또는 우영상)이고
우영상
다른 하나는 부가 영상(기준
영상
영상이 좌영상일 경우,
경우 우영상 또는 기준 영상이 우영상일 경우,
경우 좌영상
좌영상)이다.

(그림 6-1)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영상 구성 (기본
기본 포맷)

6.1.2. 선택사항 포맷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필요에 따라 (그림 6-2)와 같이 기준 영상(좌영상
좌영상 또는
우영상))을 기준으로 부가 영상(기준
영상
영상이 좌영상일 경우,
경우 우영상 또는 기준 영상이
１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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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상일 경우, 좌영상)을
좌영상
가로축으로 서브샘플링하여 1/2 해상도 형태
형태(half
(half image)로
image)
구성할 수 있다. (그림
그림 6-2)는
는 기준 영상이 좌영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6-2)
2)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의 구성 (선택사항
선택사항 포맷)

6.2.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재생 (참고사항
참고사항)

지상파 DMB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수신기가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방식을
지원한다고 할 때,
때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에는 패럴랙스 배리어 또는 렌티큘러 렌즈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수신기에 장착된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QVGA(320x240)
QVGA(320x240)인 경우와
VGA(640x480)
VGA(640x480)인
경우의 예를 (그림 6-4)에
6
보였다.
보였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그림
그림 64)의 예와 같이 격렬 주사(Vertical
(Vertical Line Interlace) 방식으로 변환된 후 디스플레이된다.
디스플레이된다
이 예에서 기준 영상은 좌영상이다.
좌영상이다

(그림 6-3)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재생의 예 (기본 포맷 및 선택사항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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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의 예에서 QVGA급 스테레오스코픽 영상 재생의 경우, 기준 영상은 1/2
서브샘플링을 통하여 수평 해상도를 1/2로 줄인 후 격렬 주사 포맷 변환부로 입력된다.
또 부가 영상의 포맷이 기본 포맷(이 예에서는 320x240 화소)일 때는 기준 영상과
마찬가지로 1/2 서브샘플링을 통하여 수평 해상도를 1/2로 줄인 후 격렬 주사 포맷
변환부로 입력되며, 부가 영상의 포맷이 선택사항 포맷(이 예에서는 160 x240 화소)일
때는 수정 없이 격렬 주사 포맷 변환부로 입력된다.
(그림 6-3)의 또 다른 예에서 VGA급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 상기와 동일한
기본 포맷 영상 데이터를 재생할 경우, 기준 영상과 부가 영상은 모두 수직 방향으로 2
배 업샘플링된 후 격렬 주사 포맷 변환부로 입력된다. 또 부가 영상의 포맷이 선택사항
포맷일 때는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2 배 업샘플링된 후 격렬 주사 포맷 변환부로
입력된다.
기존 모노스코픽 지상파 DMB 수신기에서는 기준 영상만 인식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기존 지상파 DMB 모노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연동형 모노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와 완벽한 호환성을 갖는다.

6.3.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전송, 다중화 및 시그널링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에서 규정한
전송 메커니즘 및 서비스 전송, 다중화 방식을 따르되 다음의 추가 규정이 적용된다.

6.3.1. 스테레오스코픽 객체 타입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객체

타입(ObjectTypeIndication)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에 정의된 비디오 타입 및 보조 데이터
타입을 따른다.
기준

비디오

및

부가

비디오의

ObjectTypeIndication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의 <표5-6>에 나와 있는 Visual
ISO/IEC 14496-10(0x21)로 한다.
기준 이미지 및 부가 이미지의 ObjectTypeIndication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표준의 <표6-1>과 같다. 부가 이미지에
대한

압축

부호화

ObjectTypeIndication도

방식은
기준

기준

이미지와

이미지의
１３

동일하며,
그것과

부가
동일하다.

이미지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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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표준에서
사용하는 부가 이미지의 ObjectTypeIndication과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6.3.2.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시그널링

본 표준에서는 기존 지상파 DMB 수신기와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시그널링은

MPEG-2

TS

계층의

프로그램

지정

정보(PSI)중 하나인 PMT 내로 제한한다.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는 스테레오스코픽 전용
또는 기존 모노스코픽 서비스와 시간적 혼용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PMT
내에 StereoscopicService_descriptor(SS_descriptor)

1

를 추가로 정의하여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시그널링한다.
SS_descriptor는 PMT 내 program_info_length 직후에 나오는 descriptor loop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모노스코픽 서비스 구간과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구간의 구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의 종류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의 구성 포맷



기준 영상이 좌영상인지 또는 우영상인지에 대한 정보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또는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인 경우, 좌우영상 동기화 시작 위치
정보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인 경우, 부가
비디오 파일명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인 경우,
•

부가 비디오 파일명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 이 정보는 기준 비디오를 다음
회의 콘텐트 반복 시 사용할 부가 비디오로서 저장할 파일명을 구성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

저장할 파일을 플래시 메모리에 보존할 기한

•

상기 파일 저장 시 필요한 최소한의 플래시 메모리 공간에 대한 권고값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인
경우, 부가 이미지 파일들의 파일명

SS_descriptor의 문법은 <표 6-1>과 같다.

1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표준에 정의된
SDS_descriptor를 호환적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동일한 descriptor_tag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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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SS_descriptor 의 문법
구 문

비트 수

비 고

descriptor_tag

bit (8)

0x40

descriptor_length

bit (8)

---

StereoMono_serviceFlag

bit (1)

SS_descriptor () {

If (StereoMono_serviceFlag) {
ServiceType

bit (3)

CompositionType

bit (3)

LR_first

bit (1)

}
else {
reserved

const bit (7)

reserved=0

const bit (6)

reserved=0

}
If (StereoMono_serviceFlag == 1) {
If (ServiceType == 000 || ServiceType == 010) ) {
reserved
NRT_Marker

bit (2)

ContentNameLength

bit (8)

for (i=0; i<ContentNameLength; i++) {
ContentName_byte

bit (8)

}
if (ServiceType == 010) {
ExpireDate

bit (8)

FileSize

bit (8)

}
}
else if (ServiceType == 001) {
SS_image_count

bit (8)

for (i=0; i<N; i++) {
reserved

const bit (3)

SS_image_PID

bit (13)

ImageNameLength

bit (8)

reserved=0

for (i=0; i<ImageNameLength; i++) {
ImageName_byte

bit (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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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Mono_serviceFlag: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경우 ‘1’, 기존 모노스코픽 지상파
DMB 서비스 경우 ‘0’을 사용한다. 지상파 DMB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수신기는
StereoMono_serviceFlag의

값에

따라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on/off 한다.
ServiceType: <표 6-2>와 같이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낸다. 단,
‘ServiceType=111’은 향후 신택스 확장을 위한 값이다.

<표 6-2> ServiceType 값
값

설명

000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001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
이터 서비스

010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011

Reserved (미래의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값)

100

본 표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값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연동
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표준에 의한 실시간 지상파 DMB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이 값으로 설정됨)

101-110
111

Reserved (미래의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값)
Reserved (향후 신택스 확장용)

CompositionType: <표 6-3>과 같이 수신되는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의 구성 타입
을 나타낸다. 단, ServiceType이 010인 경우, 항상 ‘CompositionType=001’로 설정
되어야 한다.

<표 6-3> CompositionType 값
값

설명

000

Reserved

001

기본 포맷(좌우영상 동일 해상도)

010

선택사항 포맷(부가 영상의 해상도는 기준 영상 대비 수평 방향으로 1/2)

011

본 표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값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연동
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표준에 의한 화면분할(side-by-side) 포
맷일 경우 이 값으로 설정됨)

100~111

Reserved

LR_first: 기준 영상이 좌영상인 경우 ‘1’, 우영상인 경우 ‘0’을 사용한다. 이 경우
기준 영상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위해 다중화된 스트림 내에 실시간으로 전송되
는 영상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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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T_marker: <표 6-4>와 같이 좌우영상의 동기화를 위한 시작 위치를 알려준다.

<표 6-4> NRT_Marker 값
값

설명

00

Reserved

01

이 PMT 다음에 나오는 비디오 TS 패킷 중 payload_unit_start_indicator가
처음으로 ‘1’인 TS 패킷이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스트림의 마지막
AU가 시작되는 패킷임.

10

NRT_Marker가

01인

PMT와

11인

PMT

사이에

전송되는

PMT의

NRT_Marker들은 이 값으로 설정됨.
11

이 PMT 다음에 나오는 비디오 TS 패킷 중 payload_unit_start_indicator가
처음으로 ‘1’인 TS 패킷이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스트림의 첫 AU
가 시작되는 패킷임.

ContetNameLength: ContentName의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다.
ContetName: 다음의 규칙에 따라 필요한 비디오 파일명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나타낸다.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부가 비디오 ES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지정한다.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부가 비디오 ES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지정할 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준 비디오 ES를 플래시 메모리에 파일로 저장할 때도
활용된다. 부가 비디오 ES를 읽어올 때, 부가 비디오가 좌영상이면 “L_”,
우영상이면 “R_”을 접두어로 ContentNameString과 연접한 결과가 읽어 올
파일명이 된다. 기준 비디오 ES를 저장할 때도 기준 비디오가 좌영상이면 “L_”,
우영상이면 “R_”을 접두어로 URL과 연접한 결과가 저장할 파일명이 된다.

동일 플래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파일들을 유일무이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ContentNameString은 CRID와 같이 유일무이한 이름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한다.
ExpireDate: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에 파일로 저장할 ES에 대해 송신 측에서 권고하는 보존
기한을 나타낸다. 실제 값은 보존 기한의 마지막 날을 나타낸다. 단위는 2 일이며,
1월 1일부터 누적일수로 표시한다. 오늘에 해당하는 누적일보다 작은 값이면, 내년
1월 1일부터의 누적일수를 나타낸다. 값이 ‘0’이면, 보존 기한을 알 수 없음을
나타낸다.
FileSize: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에 파일로 저장할 ES에 대해 송신 측에서 권고하는 필요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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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용량으로서, 단위는 1 MByte이다. 값이 ‘0’이면 필요 용량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의미한다. 최대 255 MByte까지 지정 가능하다.
SS_image_count: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기준 이미지의 개수를 나타낸다.
SS_image_PID: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기준 이미지를 실어나르는 TS 패킷의 PID를
나타낸다.
ImageNameLength: ImageName의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다.
ImageName: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부가 이미지
파일명을 지정한다.

6.3.3.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MPEG-4 OD 구조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MPEG-4 OD 구조는
기존 2D 비디오 및/또는 2D BIFS 서비스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마치 기준 비디오
및/또는 기준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기존 2D 비디오 및/또는 2D BIFS를 서비스하는
것처럼 MPEG-4 OD 구조를 설정한다.

6.3.4. 부가 영상을 위한 파일명

수신기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

필요한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파일의 이름을 결정한다.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의

경우,

SS_descriptor 내의 ContentName이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읽어들일 부가 비디오
ES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 이름이다.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3D BIFS 서비스에 사용될 각 기준 이미지를 실어 나르는 TS 패킷의
PID와

이에

대응되는

부가

이미지

파일명을

SS_descriptor

내에

쌍으로

표시함으로써 읽어들일 부가 이미지 파일명을 알려준다.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SS_descriptor 내의 ContentName은 필요한 파일명의 일부를 구성한다. (구성
방법은 상기 6.3.2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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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부가 영상을 위한 파일 포맷

부가 비디오 파일 포맷으로는 ISO/IEC 23000-9 DMB Application Format (DMB-AF)를
사용하며, 부가 이미지 파일 포맷으로는 기준 이미지와 동일한 포맷인 JPEG, PNG,
MNG를 사용한다.
DMB-AF는 MPEG-2 TS를 직접 포함할 수도 있고, 각 미디어 별 ES를 별개
스트림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본 표준에서 사용하는 DMB-AF 파일은 부가 비디오 ES
외의 다른 미디어 ES(즉 오디오 ES나 다른 비디오 ES)를 포함하지 않는다.

6.3.6. 부가 비디오 파일의 저장 기간 및 크기 정보 전달

송신 측에서 부가 영상 파일의 저장 기간과 크기에 대한 정보를 수신기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저장 기간은 수신기가 해당 파일을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어야 할
기간에 대한 권고 값이며, 파일 크기는 수신기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때
확보하여야 하는 플래시 메모리 용량에 대한 권고 값이다. 이러한 값들은 수신기가
플래시 메모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이다.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의 경우, 부가 비디오
파일의 저장 기간과 크기는 각기 MOT 헤더 코아의 BodySize와 MOT 헤더 확장
파라미터 중 Expiration에 의해 지정된다. (본 표준의 6.4절 참조)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의 경우, 부가
비디오 파일의 저장 기간과 크기에 관련된 정보는 SS_descriptor 내의 ExpireDate와
FileSize에 의해 각기 전달된다. 이 값들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기준 비디오 ES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할 때 실제로 사용되며, 저장된 결과를 추후에 부가 비디오 ES로서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읽어올 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6.3.7.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에서의 좌우영상 동기화 방법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에 있어 좌우영상 동기화란 좌영상과 이에 대응되는 우영상을
동시에 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로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에서 기준 비디오는 실시간으로 전송되지만, 부가 비디오는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읽어 와야 하므로 좌우영상의 동기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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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의 첫 프레임 위치 시그널링

SS_descriptor 내의 NRT_Marker 값에 의해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의 첫 프레임
위치를 시그널링한다. 이 시그널링 정보는 좌우영상의 첫 프레임을 쌍으로 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준 정보이다. 따라서 이 시그널링 정보 전송 위치 이후 지점에서
전원이 인가되거나, 채널 전환이 된 수신기는 비록 해당 스테레오스코픽 콘텐트의 기준
비디오에 해당하는 스트림을 수신 중이라 하더라도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부가
비디오 파일 내의 어느 부분을 읽어서 좌우영상 쌍을 맞출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스테레오스코픽 콘텐트를 모노스코픽하게 디스플레이할 수 밖에 없다. 좌우영상의
동기화는 반드시 첫 프레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6.3.7.2.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의 첫 프레임이 아닌 좌우영상의 동기화

수신기는 기준 비디오의 첫 AU의 CTS를 부가 비디오의 CTS 값을 위한 오프셋 값으로
저장해 둔다. 부가 비디오의 AU(또는 PU)를 읽어올 때는 CTS 값을 함께 읽어 온다.
부가 비디오의 CTS는 첫 AU의 경우, 0으로 설정되므로, 상기 저장해 둔 오프셋 값을
더하여 부가 비디오 AU의 CTS로 삼는다. 이 두 AU는 동일 시점에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 데이터이므로 상기 두 CTS 값을 이용하여 좌우영상의 쌍을 찾는다. 이상적으로는
한 쌍을 이루는 좌우영상의 두 CTS 값이 동일하여야 하나, 어떤 이유로든 약간 상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두

CTS

값의

차이가

일정한

문턱값이하이면

한

쌍의

좌우영상으로 판단한다.

6.4. MOT/스트림 모드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MOT 카루젤

6.4.1.1. 개요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를

위한

부가

영상

파일들은

기준

영상이

실시간으로방송되기 이전에 MOT 디렉토리 모드에 의해 MOT 카루젤로서 패킷 모드
서브채널을 통해 반복 전송된다. 부가 영상 파일들이 전송되는 서브채널을 “부가 영상
파일 채널”이라 부른다.
이러한 부가 영상 파일 전송을 담당하는 패킷 모드 서비스는 기준 영상이 전송되는
동일 앙상블 내에서 기준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될 지상파 DMB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2차 서비스 컴포넌트(secondary service component)로 지정한다.
부가 영상 파일 전송 애플리케이션은 FIG 0/13에 의해 시그널링된다. 부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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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전송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User Application Type은 ETSI TS 101 756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 (편집자 주: WorldDMB포럼 IRC에 요청하여 값을 할당받아야 한다.)
부가 영상 파일들은 부가 영상 파일 채널 내에 각기 MOT 객체(object)로서 전송되고,
MOT 디렉토리 객체(directory object)는 MOT 객체들의 목록을 전달한다. 개별 MOT
객체에 적용될 MOT 파라미터들은 MOT 디렉토리 내의 개별 항목인 MOT 헤더 정보
내에

전송된다.

MOT

헤더

정보는

MOT

헤더

코아(header

core)와

MOT

헤더

확장(header extension)으로 구성된다.

6.4.1.2. MOT 헤더 코아

본 표준에서 사용하는 개별 객체에 대한 MOT 헤더 코아는 ETSI EN 301 234의
6.1절에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의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ContentType – 부가 영상 파일이 비디오이면, ETSI TS 101 756의 Table 17에 나와있는
video(000100)으로 설정하고, 부가 영상 파일이 이미지이면 같은 표의 image(000010)로
설정한다.
ContentSubType – 수신기는 이 값을 무시한다.

6.4.1.3. MOT 헤더 확장 파라미터
본 표준에서 사용하는 MOT 헤더 확장 파라미터는 <표 6-5>와 같다.

<표 6-5> 개별 객체들을 위한 MOT 의 각 파라미터 구성
UA
파라미터

파라미터

규정된

제공자의

ID

표준

의무지원

수신기의
의무지원
여부

발생빈도

여부
PermitOutdatedVersions

0x01

MOT

아니오

아니오

한 번

RetransmissionDistance

0x07

MOT

아니오

아니오

한 번

Expiration

0x09

아니오

예

한 번

Priority

0x0A

아니오

아니오

한 번

ContentName

0x0C

예

예

한 번

UniqueBodyVersion

0x0D

MOT

아니오

아니오

한 번

MimeType

0x10

MOT

아니오

아니오

한 번

CompressionType

0x11

MOT

아니오

아니오

한 번

MOT,
본 표준
MOT
MOT,
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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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파라미터

파라미터

규정된

제공자의

ID

표준

의무지원

수신기의
의무지원
여부

발생빈도

아니오

한 번

여부
ProfileSubset

0x21

MOT

아니오

예
(최소한 객

예
CAInfo

0x23

MOT

(CA 사용
시)

체가 스크
램블되었는

한 번

지는 검사
하여야 함)

CAReplacementObject

0x24

MOT

아니오

아니오

한 번

Expiration – 플래시 메모리에 파일을 보존할 기한. 송신 측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신기는 자신의 플래시 메모리 관리 정책에 의해 보존 기한을 정한다.
ContentName – 부가 영상 파일 이름. 수신기에서 좌우영상의 쌍을 구성할 때, 이 파일
이름을 사용한다.

6.4.1.4. MOT 디렉토리 확장 파라미터

본 표준에서 사용하는 전체 카루젤을 위한 MOT 파라미터는 <표 6-6>과 같다. 즉
DefaultExpiration만 사용한다.

<표 6-6> 전체 카루젤을 위한 MOT 파라미터
UA 제공자의

수신기의

의무지원

의무지원

여부

여부

MOT

아니오

아니오

한 번

0x01

MOT

아니오

아니오

한 번

0x09

MOT

아니오

예

한 번

파라미

규정된

터 ID

표준

SortedHeaderInformation

0x00

DefaultPermitOutdatedVersions
DefaultExpiration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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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
지상파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콘텐트
트 접근 과정
(참고사항
참고사항)
참고사항
MOT/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I.1. 비실시간 MOT/스트림

(그림
그림 I-1) 비실시간 MOT/스트림
MOT/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콘텐
콘텐트 접근 과정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MOT/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콘텐트
트에 대한
수신기 내 접근 과정을 (그림
그림 I-1)에 보였으며,, 그림에서 번호가 붙어 있는 각 처리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①, ②,
② 그리고 ④~⑨의 단계는 기존 지상파
DMB 수신기에서의 처리와 동일하다.
동일하다
① MPEG-2
MPEG
TS에서
에서 PID가 0x0000인
0x0000
PAT 분석한다.
PAT를
분석
② PAT 내용 중 시청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MT의
PMT
PID를 읽어낸다.
③ PMT 내용 중 시청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서술자(Descriptor)
서술자(Descriptor)들을 읽는다.
이

중

SS_d
descriptor가
가

존재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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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Type이
확인한다.

비실시간

SS_descriptor

MOT/스트림
내의

모드

스테레오스코픽

ContentName을

부가

비디오

비디오

서비스임을

ES를

읽어들일

파일명으로 지정한다. 또한, SS_descriptor 내의 NRT_marker를 읽고 좌우 영상의 첫
프레임을 동기화한다.
④ PMT

내용

중

시청자가

서술자(IOD_descriptor)를

선택한
분석한

프로그램에
다음,

해당하는

장면서술자

서술자

중

초기

스트림(BIFS

객체

스트림)과

객체서술자 스트림(OD 스트림)에 관련된 ESD를 각각 분석한다. 또한, 각 ESD
정보로부터 ES_ID를 식별한 다음 이와 동일한 ES_ID 값을 갖는 SL_descriptor를
Descriptor Loop에서 찾는다.
⑤ ④번 단계에서 식별된 SL_descriptor 바로 위의 PID 및 StreamType을 분석한 다음,
TS로부터 각기 BIFS 스트림과 OD 스트림을 포함하는 TS 패킷들을 찾는다.
⑥ BIFS 스트림에 포함된 오디오 객체 및 비디오 객체의 OD_ID를 이용하여 OD
스트림으로부터 오디오 OD 및 비디오 OD를 읽는다.
⑦ OD 안에서 각 미디어(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트림에 해당되는 ESD를 분석한다.
오디오 ES_ID 및 비디오(즉 기준 비디오) ES_ID를 식별한다.
⑧ ⑦번 단계에서 식별된 ES_ID에 대응되는 PID를 식별한 다음 TS로부터 각기 오디오
스트림과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TS 패킷들을 찾는다.
⑨ TS 패킷 파서, PES 패킷 파서, SL 패킷 파서를 순차적으로 거쳐 TS 패킷으로부터
오디오 ES와 기준 비디오 ES를 추출하여 각기 오디오 디코더 및 비디오 디코더로
전달한다.
⑩ ③번 단계에서 지정한 파일명을 이용하여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부가 비디오 ES를
담은 파일을 읽는다.
⑪ ⑩번 단계에서 읽은 파일로부터 부가 비디오 ES를 추출하여 비디오 디코더로
전달한다.

③번

단계에서

NRT_marker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좌우영상이 동기화되어 스테레오스코픽하게 표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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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비실시간 MOT/스트림
MOT/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그림 I-2) 비실시간 MOT/스트림
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콘텐트
콘텐 접근
과정

지상파 DMB 비실시간 MOT/스트림
MOT/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비스
콘텐트에
에 대한 수신기 내 접근 과정을 (그림 I-2))에 보였으며,
보였으며 그림에서 번호가 붙어 있
는 각 처리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예에서는 편의 상 스테레오스코픽
JPEG 이미지 객체가 1 개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설명한다 아래에서 ①, ②,
② ④~⑦,
그리고 ⑨의 단계는 기존 지상파 DMB 수신기에서의 처리와 동일하다.
① MPEG-2
MPEG
TS에서
에서 PID가 0x0000인
0x0000
PA
PAT를
분석한다.
분석한다
② PAT 내용 중 시청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MT의
PMT
PID를 읽어낸다.
③ PMT 내용 중 시청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서술자(Descriptor)
서술자(Descriptor)들을 읽는다.
이

중

SS_descriptor
S_descriptor가
가

존재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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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Type이 비실시간 MOT/스트림 모드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데이터 서
비스임을 확인한다.
④ PMT 내용 중 시청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서술자 중 초기 객체 서술자
(IOD_descriptor)를 분석한 다음, 장면서술자 스트림(BIFS 스트림)과 객체서술자 스트
림(OD 스트림)에 관련된 ESD를 각각 분석한다. 이 때 비디오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
가 존재하므로 기본 BIFS 스트림, 기본 OD 스트림, 추가 BIFS 스트림, 추가 OD 스
트림 등 각기 4 개의 스트림에 해당하는 ESD들을 분석한다. 또한, 각 ESD 정보로부
터 ES_ID를 식별한 다음 이와 동일한 ES_ID 값을 갖는 SL_descriptor를 Descriptor
Loop에서 찾는다.
⑤ ④번 단계에서 식별된 SL_descriptor 바로 위의 PID 및 StreamType을 분석한 다음,
TS로부터 각기 기본/추가 BIFS 스트림들과 기본/추가 OD 스트림들을 포함하는 TS
패킷들을 찾는다.
⑥ 기본 BIFS 스트림에 포함된 오디오 객체 및 비디오 객체의 OD_ID를 이용하여 기본
OD 스트림으로부터 오디오 OD 및 비디오 OD를 읽는다. 또 추가 BIFS 스트림에 포
함된 JPEG 이미지 객체의 OD_ID를 이용하여 추가 OD 스트림으로부터 JPEG OD를
읽는다.
⑦ OD 안에서 각 미디어(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트림에 해당되는 ESD를 분석한다.

오

디오 ES_ID, 비디오 ES_ID 및 JPEG 이미지(즉 기준 이미지) ES_ID를 식별한다.
⑧ ⑦번 단계에서 식별된 ES_ID에 대응되는 PID를 식별한 다음 TS로부터 각기 오디오
스트림, 비디오 스트림, 그리고 JPEG 이미지를 포함하는 TS 패킷들을 찾는다. 이 때
찾은 PID가 SS_descriptor 내의 SS_image_PID들 중 하나와 동일한 값이면, 그 아래
의 ImageName을 부가 이미지를 읽어들일 파일명으로서 저장해 둔다.
⑨ TS 패킷 파서, PES 패킷 파서, SL 패킷 파서를 순차적으로 거쳐 TS 패킷으로부터 오
디오 ES, 비디오 ES, 그리고 JPEG 파일을 추출하여 각기 오디오 디코더, 비디오 디
코더, 그리고 JPEG 디코더로 전달한다.
⑩ ⑨번 단계의 과정과 동시에 다음을 수행한다. ⑦번 단계에서 저장해 둔 파일명을 이
용하여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부가 이미지 JPEG 파일을 읽어 JPEG 디코더로 전달한
다.

２６

TTAK.KO-07.0077

정보통신단체표준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I.3.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
(그림
I-3)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콘텐트
트 접근 과정

지상파 DMB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 콘텐
콘텐트에 대한 수신
기 내 접근 과정을 (그림 I-3)에 보였으며,
보였으며 그림에서 번호가 붙어 있는 각 처리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①,
① ②, 그리고 ④~⑨의
⑨의 단계는 기존 지상파 DMB
수신기에서의 처리와 동일하다.
동일하다
① MPEG-2
MPEG
TS에서
에서 PID가 0x0000인
0x0000
PAT 분석한다.
PAT를
분석한다
② PAT 내용 중 시청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MT의
PMT
PID를 읽어낸다.
③ PMT 내용 중 시청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서술자(Descriptor)
서술자(Descriptor)들을 읽는다.
이

중

SS_descriptor
S_descriptor가
가

존재하면

해당

정보를

분석한다.

SS_descriptor의
SS_descriptor

Servic
ServiceType이
이 비실시간 반복 콘텐트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임을 확인한다.
확인한다
SS_descriptor 내의 ContentName으로부터
ContentName으로부터 “부가
부가 비디오를 읽어들일 파일명”과
파일명
“기
２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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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디오를 저장할 파일명”을 구성하고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기 저장해 둔다.
SS_descriptor 내의 ExpireDate와 FileSize를 읽어 저장해 둔다. 또한, SS_descriptor
내의 NRT_marker를 읽고 좌우 영상의 첫 프레임을 동기화한다.
④ PMT 내용 중 시청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서술자 중 초기 객체 서술자
(IOD_descriptor)를 분석한 다음, 장면서술자 스트림(BIFS 스트림)과 객체서술자 스트
림(OD 스트림)에 관련된 ESD를 각각 분석한다. 또한, 각 ESD 정보로부터 ES_ID를
식별한 다음 이와 동일한 ES_ID 값을 갖는 SL_descriptor를 Descriptor Loop에서 찾
는다.
⑤ ④번 단계에서 식별된 SL_descriptor 바로 위의 PID 및 StreamType을 분석한 다음,
TS로부터 각기 BIFS 스트림과 OD 스트림을 포함하는 TS 패킷들을 찾는다.
⑥ BIFS 스트림에 포함된 오디오 객체 및 비디오 객체의 OD_ID를 이용하여 OD 스트림
으로부터 오디오 OD 및 비디오 OD를 읽는다.
⑦ OD 안에서 각 미디어(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트림에 해당되는 ESD를 분석한다.

오

디오 ES_ID 및 비디오(즉 기준 비디오) ES_ID를 식별한다.
⑧ ⑦번 단계에서 식별된 ES_ID에 대응되는 PID를 식별한 다음 TS로부터 각기 오디오
스트림과 비디오 스트림을 포함하는 TS 패킷들을 찾는다.
⑨ TS 패킷 파서, PES 패킷 파서, SL 패킷 파서를 순차적으로 거쳐 TS 패킷으로부터 오
디오 ES와 기준 비디오 ES를 추출하여 각기 오디오 디코더 및 비디오 디코더로 전달
한다.
⑩ ③번 단계에서 저장해 둔 “부가 비디오를 읽어들일 파일명”을 갖는 파일이 플래시 메
모리에 있으면 이로부터 부가 비디오 ES를 담은 파일을 읽는다. 만약 그러한 파일이
없으면, 모노스코픽하게 디스플레이한다.
⑪ ⑩번 단계에서 읽은 파일로부터 부가 비디오 ES를 추출하여 비디오 디코더로 전달한
다. ③번 단계에서 NRT_marker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가 시작
되는 시점부터, 좌우영상이 동기화되어 스테레오스코픽하게 표출되도록 한다.
⑫ ⑪번 단계의 과정과 동시에 다음을 수행한다. ③번 단계에서 저장해 둔 “기준 비디오
를 저장할 파일명”을 갖는 파일이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지 검사한 후, 만약 없으면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⑨번 단계에서 얻은 비디오 ES를 “기
준 비디오를 저장할 파일명”의 파일로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 때 ③번 단계
에서 저장해 둔 FIleSize를 이용하여 저장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ExpireDate를 이용하여 파일 저장 후 해당 파일의 보존 기한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미 그러한 이름의 파일이 플래시 메모리에 있으면, 파일 저장 과정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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