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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EVC기반 사용자 선택형 UHD 입체미디어 서비스 다중화 모듈 개발에 관한 연구

요약:

1. 사업 개요
• 배경 : 입체 미디어 공급 디바이스는 보편화되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입체미디

어 서비스 및 콘텐츠 등의 기술 부재로 인해 입체미디어 시장 확대가 지체되고 있음.
• 목적 : 기존 2D 서비스와 호환성을 유지하며, 데이터 전송량 및 콘텐츠 저장공간 절감이 가능한 2D/3D 

기반 사용자 입체미디어 처리가 가능한 2D/3D 기반 지상파 UHD 게이트웨이의 부가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기능 및 성능을 검증

•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가 기존 2D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3D 서비스 송출이 가능
• 보유한 TV 유형에 따라 맞춤형 3D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입체영상시장의 활성화

기대

2. 주요 내용
• 기존 지상파 UHD 시스템 호환 2D/3D 기반 입체미디어 서비스 입력 처리 기술 개발
• 2D/3D 기반 입체미디어 게이트웨이 처리 알고리즘 설계 및 모듈 개발
• 2D/3D 기반 입체미디어 게이트웨이 테스트 시스템 구성 및 실험실 테스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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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k Process

<시스템 구성도>

▶ 2D/3D 기반입체미디어입력처리모듈개발

□ 지상파 UHD 서비스 표준 규격 분석

□ 실시간 2D/3D 기반 입체미디어서비스 입력 처리 알고리즘 설계

□ 지상파 UHD 서비스와 호환을 위한 데이터 처리 모듈 개발

▶ 2D/3D 기반 멀티 SubFrame/PLP 시스템 파라메터 연구 및 처리 기술

개발

□ 2D/3D 입체미디어를위한 지상파 UHD Physical Layer 표준규격분석

□ 2D/3D 기반 멀티 SubFrame/PLP 시스템 파라메터 연구 및 Preset 처

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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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3D 기반입체미디어게이트웨이 Web Based 원격컨트롤기술개발

□ 2D/3D 기반 입체미디어 게이트웨이설정을 위한 User Interface 설계

□ 게이트웨이원격 컨트롤을위한 Web Based 메시지 프로토콜설계 및 기술개발

▶사용자선택형입체미디어부가서비스처리기술연구

□ 입력데이터에대한 NULL 분석 및 수집 알고리즘설계

▶테스트시스템구성및실험실테스트수행

□ 2D/3D 기반 입체미디어 게이트웨이테스트 시스템 구성

□ 2D/3D 기반 입체미디어 게이트웨이검증을 위한 실험실 테스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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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결과물 기반 실험실 테스트 수행

 2D/3D 기반 사용자 선택형 입체미디어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된 결과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테스트 베드 구성

 2D/3D 사용자 입체미디어 지상파 UHD 게이트웨이가 2D/3D 기반 인코딩 시스템의 출력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여 RF
송출을 위한 STL-TP 출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

 2D/3D 기반 사용자 선택형 입체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의 RF 입력을 통한 아래와 같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확인

RF 1Ch
(6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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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2D/3D UHD Gate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