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1. 연구 목적

최근 차세대 방송 방식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과 함께 그 중의 하나로서 

입체TV에 대한 연구 활동이 보다 더 활발해지는 추세이므로 우리도 이에 

대응하여 기초기술 연구로부터 착실히 발판을 다져 나가고자 한다. MPEG 

등 차세대 부호화 기술 및 전송에 대한 기초연구와 3차원 음향처리에 대한 

기초연구도 수행함으로써 차세대TV 관련 기술과 첨단 방송에 대한 기반기

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가상현실, 컴퓨터 그래픽스, 상처리 등의 기술을 응용하여 가상이미징, 

사건재연 시스템, 스포츠 상 3차원재연 등의 연구를 함으로써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기술을 개발하여 시청자에게 다양하고 재

미있는 그래픽 가상세계를 제공하며, 관련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이 기술들을 이용한 가상스튜디오 및 3차원 그래픽으로 고품질의 

선거 개표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금년에 수행한 차세대TV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체TV 연구 : 입체TV 기술의 발전동향 파악 및 핵심기술 기초연구와 

함께 입체TV 실험 및 연구의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HD급 양안식 입

체카메라’를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목표로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입체 상의 왜곡이 적은 수평이동축 방식을 채택하 으며 DSP를 이용

한 정  제어를 한다. 입체카메라로 촬상된 신호를 VTR에 저장하거나 프로

젝터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필요한 ‘입체TV용 MUX/DeMUX도 개발하

다.



￭ 차세대 부호화 및 전송 기초연구 :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방송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부호화 및 전송 신기술의 필요성이 증

가되며 이에 대한 기초 자료연구를 초고능률 압축 부호화 기술인 MPEG-4

를 중심으로 수행하 다.

￭ 3차원 음향처리 기초연구 : 다채널 디지털 오디오로 구현될 수 있는 실

감 입체음향 기술에 대한 기반기술 습득 및 표준화 동향 파악, 해외의 관련

연구단체들의 기술 조사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 다.

￭ 실시간 가상이미징 시스템 성능개선 : 2001년도에 구축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실제 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과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추가로 개발하여 ‘VIVA’로 명명하 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

서 VIVA를 사용하여 수 과 양궁 중계에서 첨단의 상을 선보 으며, 

2002 대선 개표방송에서는 예측조사 발표와 후보들의 득표현황을 가상이미

징으로 보여주는데 사용하 다.

￭ 그래픽 삽입 및 상표제거 기술 연구 : 2001년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학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가상 그래픽 삽입과 상표제거를 위한 특징추출과 

추적, 객체 추출과 추적 및 자연스러운 제거 알고리듬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

고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다.

￭ 사건재연 시스템 방송활용 : 카메라 상으로 획득하기 힘든 뉴스 사건

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연하는 사건재연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보

강하여 ‘일요스페셜’, ‘취재파일 4321’ 등의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 고, 현

업에서의 본격 활용을 위해 가상캐릭터 20종과 소품용 모델 44종을 추가로 

제작하 다.

￭ 축구재연 시스템 방송활용 : 골인 장면과 같이 축구 경기의 주요한 장

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연하는 축구경기 재연 시스템 ‘VPlay’를 기능 보

완하여 ‘비바월드컵’이라는 월드컵 사전 분석 프로그램과 2002 한일 월드컵

의 주요 장면 및 부산 아시안 게임의 축구 중계와 기타 경기에 다수 사용하

다. 경기 해설에 사용하는 비디오라이터 기능과 이미지 클립을 드래깅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는 ‘VTouch’를 개발하여 FA컵 축구에 사용하



다.

￭ 선거개표방송용 그래픽시스템 개발 :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

시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는 드림스튜디오 프로그램과 고화질 3차원 그래픽 

효과장비 Cycube를 개발하여 개표방송에 사용하 고, 8월 8일의 재보궐 선

거에서 드림스튜디오를, 12월 19일의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에서는 드

림스튜디오, Cycube 외에 가상이미징 시스템 VIVA를 추가로 활용하 다.



II. 차세대TV 기반기술 연구

1. 입체TV 연구

1.1 개요  

금년은 대내외적으로 입체TV 연구에 있어서 상징적인 일들이 있었다. 우

선, 대내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차세대TV 기반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입체TV 연구도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입체TV의 요소 기술 연구가 시작되었

다는 점이다. 금년은 우선 ‘HD급 양안식 입체 카메라 개발’과 ‘입체TV용 

MUX/DeMUX 개발’을 시작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입체TV 연구의 최

소한의 기반을 이룰 수 있을 전망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 대한 한층 

깊이있는 연구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ETRI)에서 준비해온 ‘입체TV 방송 중계 시범 서비스’가 지난 6월 월드컵 

축구 경기 기간 중에 실시되었다.

또한, 금년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 분야의 연구 활동과 신제품 개발이 

더욱 활발해져서 이 분야의 오랜 기술 장벽이 머지 않아 해소될 수 있으리

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가능해졌다. 여러 가지 방식의 다시점 모니터들이 발

표되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기법이 제시되었으며, 

MPEG 회의에서는 3DAV 서브 그룹이 결성되어 표준화를 위한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기도 하 다. 

아직까지는, 차세대TV의 한 가지로서 입체TV가 기술적 과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선진 각 국에서는 이를 해결하여 기술의 우위를 점하고자 부단한 노

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입체TV 요소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충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 양안 입체 카메라 개발

1.2.1 개요



- 개발 과제 : HD급 양안식 입체 카메라 공동개발 

- 추진 방법 : (주)후후(Huhu)와 공동개발

- 개발 기간 : 8개월(2002년 9월 ∼ 2003년 5월)

1.2.2 배경

디지털TV 방송, 특히 HDTV 방송이 시작됨에 따라 차세대 방송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서 입체TV 방송에 대한 연구 활

동이 보다 더 활발해 지는 추세이고, 입체TV 방송의 핵심으로서 양안식 입

체 상에 대한 기초 연구와 시스템 요소 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양안식 입체 카메라는 소수의 중소 기업에서 방송용이 아닌 저급 모델  

을 판매하고 있으나 방송용 SD급 또는 HD급의 경우 아직 시판되는 모델이 

없다. 양안 입체 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관련 업체의 경우에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입체 카메라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양안식 

입체 상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눈의 피로 문제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    

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술연구소에서는 HD급의 고해상도 양안 카메라를 

개발하여 실험용 입체 상을 제작하고,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기반 장비로 활용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1.2.3 연구 개발의 방향

- 두 카메라의 정확한 광축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구부를 설계․제

작하고 오차 발생을 보정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며, 야외 사용을 고려한 

소형 경량의 구조를 지향

- 입체 상 구현의 기본 구조를 수평 이동축으로 선정하여 양안 두 대의 

카메라와 렌즈의 정확한 동시 제어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운용 중의 

오차 누적을 해소할 수 있는 오차 보정 기능을 구비하여 양안 융합이 용이

하도록 함

- 휴먼 팩터를 고려한 설계로 인간의 시각에 거슬리는 촬상 조건을 사전

에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함. 스튜디오 모드 / 야외 모드의 설정 또



는 여러 파라미터의 상호 관계를 테이블화 하여 바람직한 파라미터 조건에

서 촬상 가능하도록 설정

- 초점과 주시각 및 초점과 줌의 연동 제어를 이루어 주시각 제어에 특별

히 신경쓰지 않고 바른 입체 상 촬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작의 편이성을 

도모

- 스테레오스코픽 형태의 입체 상에는 인형극장 효과, 카드보드 효과 등 

특유의 상 왜곡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러한 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

- 이러한 상 왜곡의 해소를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주요 파라미터를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

- 양안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입체 카메라의 기능에 맞도록 편이성과 실현

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LCD로 비입체 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소형 CRT

를 입체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동시에 개발

1.2.4 연구 개발 항목 및 세부 내용

가. 시스템 사양결정 및 상위설계  

나. 기구부 개발

    1) 수평이동축 양안 입체방식을 위한 렌즈 및 센서 모듈 개조

    - 초점량 측정을 위한 렌즈 모듈 개조

    - 센서 및 렌즈부 인터페이스 설계/제작

    2) 카메라 제어 기구부 설계/제작

    3) 뷰파인더 관련 구조물 설계/제작

다. 제어부 개발 

    1) 초점․주시각․줌․3D효과의 상관관계 연구

    - 초점․주시각․줌 연동제어 알고리듬 개발

    - 줌․초점․주시각 상관관계 ROM 데이터 획득실험

    - 줌․초점․주시각 제어기 설계

    - 줌․초점․주시각 제어기 제작



    2) 양안 카메라 주요 파라미터의 오차 보정 연구

    - 좌․우 상 비교 및 오차량 획득 알고리듬 개발

    - 오차 보정기 설계 및 제작 : SD급

    3) 양안 입체카메라 제어기 설계/제작

    - 정보분석기 설계/제작 (ROM 데이터 획득에 의한 거리별 최적입

  체 상 촬상용)

    - 파라미터 및 디스플레이 회로 설계/제작

    - 양안카메라 통합제어기(카메라 일체형) 설계/제작

라. 뷰파인더 개발 

    1) 비입체 방식 뷰파인더 개발 : HD급 LCD모니터 사용, 기본장착

    2) 고속셔터 방식 뷰파인더 개발 : SD급 CRT 사용, 착탈식

마. 통합실험 및 보완

1.2.5 양안 입체 카메라 구성 및 동작의 개요

현재 전술한 바와 같은 연구 방향과 세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기구부는 대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이고, 제어부는 완성된 기구부를 토대로 설

계 진행 중이다. 기구부에서는 동작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리니어 모

터 모듈을 사용하여 제작 중이며 3D 효과를 위하여 카메라 헤드부가 내외측

으로 이동되고 주시각 제어를 위하여는 카메라 헤드부와 분리된 렌즈부가 

미세 이동되도록 되어 있다.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과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

본적인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D 양안 카메라의 HD-SDI 출력을 

신호처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SD급 상으로 다운 컨버전시킨 후, 화상의 중

심부에서 신호처리를 위하여 작은 창으로 상을 획득한다. 이 획득한 작은 

상을 비교하여 주시각 및 줌, 초점, 3D 효과등의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에는 각 파라미터의 양안 동시 제어 및 주시각과의 연동 제어가 있다. 양안 

동시 제어에서는 양안 카메라의 줌, 초점 등의 각 파라미터 값이 같은 값을 

유지하는 지를 계속 비교하여 양안의 동일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연동 제어에서는 줌, 초점, 주시각 상관 관계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에 의하

여 줌과 주시각,  초점과 주시각, 또는 3D 효과와 주시각의 연동 제어를 구

현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진행될 줌, 초점, 주시각의 상관 관계 획득 실

험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 맨은 주시각에 특

별한 신경을 쓰지 않고도 보기 편안한 입체 상을 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처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차 추정 알고리즘을 찾고 있으며 또한 

DSP 보드를 사용하여 이의 제어를 할 계획이다.

<그림 1> 양안 입체카메라의 구성도

1.3 입체 TV용 MUX/DeMUX 개발

1.3.1 개요

양안 HD 카메라의 좌우 상을 수평방향으로 decimation 알고리듬을 적

용, 압축하여 하나의 HD 상 형식으로 만들어서 통상의 HD-SDI VTR에 



녹화할 수 있게 해 주는 MUX장치와 2개의 상이 압축되어 하나의 상 

형식으로 녹화된 신호를 분리하고 확장하여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DeMUX부를 개발 제작함으로써 양안을 위한 두 채널을 기존의 상물과 같

이 저장, 재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신호처리 보드 개발이다.

1.3.2 사양

가. MUX부

1) 입력 : HD-SDI 2ch (SMPTE 292M)

2) 출력 : HD-SDI 1ch (SMPTE 292M) 및 뷰파인더용 1ch

3) 압축 알고리듬 : 수평방향 decimation 필터 적용

나. DeMUX부

1) 입력 : HD-SDI 1ch (SMPTE 292M)

2) 출력 : HD-SDI & Y,Pb,Pr 각기 2ch (passive 모드)

   Y,Pb,Pr x 1ch (active 모드)

3) 확장알고리듬 : 수평방향 interpolation 필터 적용

4) 출력 모드:

  ① Active 모드 출력 : 전자식 셔터 안경을 이용하는 디스플레이

    를 위하여 좌․우 상을 하나의 출력에서 교대로 내보내는 신

     호와 좌․우 신호를 구분시켜 주는 싱크 신호를 출력

  ② Passive 모드 출력 : 편광 안경을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를 위하

    여 좌․우 상 신호를 각기 출력

1.3.3 MUX/DeMUX 구성도

가. MUX 부

좌․우 카메라로부터 인가된 HD-SDI 신호는 병렬신호로 된 후 

decimation 필터에 의해 수평방향 화소를 반으로 줄인 후 좌․우 신호를 

side-by-side 방식으로 합쳐 한 화면으로 만든 후 다시 HD-SDI 신호로 만

들어 출력한다. 또한, 입체 양안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위하여  



L/R/side-by-side/line-by-line 신호 중 선택할 수 있는 뷰파인더용 신호도 

준비하 다.

<그림 2> MUX부의 구성도

나. 양안 입체 카메라 뷰파인더를 위한 인터페이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안 입체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위하여

L/R/side-by-side/line-by-line 신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뷰파인더

용 신호도 준비하 다. 이 신호로 양안 입체 카메라의 촬  시에 좌․우 각 

상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side-by-side 모드에서는 좌․우 

양 상의 초점, 줌, 조리개 등 화상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한 화면에서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 또한, line-by-line 모드로는 양안 카메라의 주시점

을 알 수 있어서 입체 상 촬 에 도움이 된다.

또한, MUX부에는 양안 입체 카메라의 주요 파라미터를 OSD(On Screen 

Display)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정확한 상 촬 에 도움이 되고 화질 

평가 실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다. DeMUX부

좌․우 신호가 MUX되어 있는 HD-SDI 신호는 병렬신호로 된 후 



interpolation 필터에 의해 수평방향 화소를 배로 늘인 후 좌․우 각기의 신

호로 출력되거나(수동 모드), time multiplexing되어 하나의 신호로 출력된다

(능동 모드). 이렇게 출력된 신호는 수동 모드의 경우 편광안경을 사용하여 

다수의 시청자가 동시에 시청할 수 있고, 능동 모드의 경우에는 유선 안경 

또는 무선 적외선 동기 안경을 사용하여 좌, 우 분리된 양안 입체 상을 보

게 된다.

<그림 3> DeMUX 부의 구성도

1.4 기술 동향

1.4.1 국내외 기술 동향

국내에서는 ‘3DTV 방송중계 시범서비스’가 ETRI 주도로 월드컵 기간 중

에 실시되어 일반인들에게 입체TV를 경험할 기회를 주었다.

한편, 해외의 동향으로 눈에 띄는 것은 유럽에서의 움직임이다. 유럽에서

는 유럽 공동체의 국가들이 입체 상 관련 프로젝트를 10여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ATTEST(Advanced Three-Dimensional 

Television System Technologies)라는 이름으로 3월부터 유럽 공동체의 

IST(Information Societies Technologies)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시작되었



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에 유럽에서 추진되었던 PANORAMA 프로젝트

나 DISTIMA 프로젝트가 단지 입체 상의 기술적 검증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여, 이 ATTEST 프로젝트에서는 3DTV가 향후 기존의 2DTV를 대체하

는 차세대 TV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현재의 방송 환경 내에서의 유연성과 

2DTV와의 양립성을 가지며 상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3DTV 시스템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 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이 팀에서는 깊이 정보를 상위 계층으로서 기존의 2D 전송 환경에 추가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하여 

면 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프로젝트는 Philips와 독일

의 연구소 HHI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1.4.2 표준화 동향

입체 상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MPEG에서도 

3DAV 그룹이 결성되어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그룹에서는 

스테레오 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다시점의 환경에서 시청자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호 작용성의 구현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은 표준

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이 그룹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을 간단

히 요약해 본다.

1.4.2.1 Multiview profile(MPEG-2 MVP)

MPEG-2 MVP는 양안식 또는 다시점 비디오 시퀀스의 부호화 툴로서 

1996년에 MPEG-2의 개정안으로 개발되었다. 이 표준은 시차-보상 예측

(disparity-compensated prediction)을 정의함으로써 시점 채널간의 중복성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깊이 지도(depth map)나 시차 정보를 부호화하도

록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깊이나 시차 정보를 기본 비디오 

데이터와 함께 전송하기를 권고하는 현재의 3DAV그룹의 활동과는 상응하

지 않는 점이 있다. 또, MVP는 비디오에 기하학적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geometric calibration data)가 전혀 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그룹에서 

정의하는 3D 비디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3차원적인 기하학적 중복성

에 근거한 압축도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3DAV 그룹에서는 시점 변환과 

이에 따른 상호 작용성을 중시하지만 MVP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로 상대적으로 단순히 시간적 계위(temporal scalability)를 이

용하여 각 레이어 간의 시차 예측만을 정의해 놓은 MVP는 현재의 3DAV 

그룹의 목표와는 다소 지향점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1.4.2.2. Depth image-based representation(MPEG-4 AFX)

MPEG-4의 AFX(Animation Framework eXtension)에서는 이미지 렌더링

을 위하여 이미지에 기초한 깊이 표현 방식을 두 가지 정의해 놓았다. 그 하

나는 단순하게 깊이 지도만을 제공하는 DI(Depth Image)이고 다른 하나는 

multivalued image와 깊이 정보를 표현하는 LDI(Layered Depth Image)이

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의 응용에 많이 맞추어

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3DAV 그룹에서 지향하는 목표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므로 이의 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

되고 있다.

1.4.2.3 Multiple auxiliary components(MPEG-4 MAC)

MAC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grayscale shape가 비디오 오브젝트의 투명

도를 기술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일반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MAC은 화소 단위의 비디오 오브젝트 플레인(VOP)에서 

정의되고, 비디오 오브젝트에 관련된 데이터, 예를 들어 시차, 깊이, 추가적

인 텍스처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세 개까지의 auxiliary 

component(grayscale이나 alpha shape를 포함하여)가 제공 가능하다.

MAC을 깊이 지도나 시차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단점도 제기되고 있지만, 3DAV 그룹에서는 이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

다.



2. 차세대 부호화 및 전송 기초연구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근래의 방송환경은 새로운 물결을 맞아들이고 있다. 

그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방송 콘텐츠의 부호화 및 전송에 관한 분야이다. 

본 절에서는 현재 차세대 상 및 음향을 압축 부호화하는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MPEG-4 규격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2.1 MPEG-4 개요

MPEG-4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의 상 및 음향에 관한 압축 부

호화 규격의 하나로서, 이미 MPEG-1, MPEG-2등의 성공을 이끌어냈던 

MPEG 산하기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MPEG-4는 다음 세 분야에 걸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배포 및 접근 패러다임에 관한 규격을 통합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 텔레비전

-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 인터넷상(world wide web)에서의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MPEG-4는 기존의 MPEG-1, MPEG-2 규격의 새 버전으로서의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차별화 되는 다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 콘텐츠와 상호 작용 가능

- 다양한 전송 환경에 대한 지원

- 미디어 객체(media object) 개념의 콘텐츠 표현 방법에 따른 유연성

위에서 콘텐츠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방송 분야에서 가까운 

미래에 텔레비전의 역할이 현재와 같이 단지 정보 및 방송 콘텐츠의 일방적

인 전달뿐 아니라,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서 유효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능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는 단지 앉아서 보여지

기만 하는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기타 방송 단말 장치



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및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MPEG-4는 또한 다양한 전송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오늘날의 원 소스 멀

티 유즈(one-source multi-use)에 적합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

교적 데이터 전송율이 낮은 모바일 환경에서부터 높은 전송속도를 갖는 디

지털 텔레비전까지,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적합한 규격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은 콘텐츠를 미디어 객체들의 

묶음으로 나누어 부호화함으로써 생기는 유연성과 여러 전송속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확장성 지원, 그리고 다른 국제 전송 규격과의 연계 등에 기인한

다. 

MPEG-4는 현재 1999년 12월 버전 2까지 규격이 확정되었으며, 아직 처리

되지 않은 약간의 분야에 관해서 매년 4회에 걸쳐 MPEG 모임을 통해 규격

을 정해가고 있다. 또한 확정 처리된 MPEG-4 규격의 산업 적용을 용이하

게 하기 MPEG-4 Industry Forum(M4IF)이 결성되었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

고 있다.

2.2 MPEG-4의 주요 내용

<그림 4>는 MPEG-4 주요 구성도이다. MPEG-4로 부호화 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장면(scene)단위로 이루어진다. 한 장면은 오디오 및 비주얼로 분

류되어지는 미디어 객체들로 구성되어지며, 장면 기술자(scene description)

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각 미디어 객체들은 각자 압축 부호화 코딩

을 거친 후에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 전송된다. 

이러한 과정을  MPEG-4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 Transport

- DMIF(Delivery Multimedia Integration Framework)

- Systems

- Audio

- Visual



<그림 4> MPEG-4 주요 구성도 

 

먼저 Transport와 DMIF는 압축부호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의 전송을 책임

지는 레이어에 해당한다. Systems는 장면을 기술하는 방법, MPEG-4 시스

템과 사용자와 상호 작용 방법, 동기화 및 복구 등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다

룬다. 그리고, Audio와 Visual은 각각 오디오/비주얼 콘텐츠의 압축부호화 

규격과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미디어 객체들의 압축부호화 규격은 사용되는 

용도와 대상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프로파일이라는 기술자에 의해 MPEG-4 

Audio 및 Visual 파트에 정의되어져 있다. 먼저 Audio 파트에서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General audio signals 

- Speech signals

- Synthetic audio



- Synthesized speech

MPEG-4 Visual 파트는 다음과 같은 대상물을 압축부호화 한다.

- Sub-QCIF에서 'Studio' resolution(4k X 4k)의 video

- Arbitrarily shaped video objects(Alpha channel)

- 2-D, 3-D polygonal mesh

- Texture(2-D image)

- Face and body animation

위와 같은 대상물의 압축부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MPEG-4에서 Audio 

파트에 8개, Visual 파트에 19개(V.21-Jeju Version)의 프로파일들이 정의되

어져 있다.

2.3 향후 연구방향

최근에는 이동 통신에서 MPEG-4 규격을 사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

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DAB 서비

스 등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그 외에 인터넷 상에서는 고압

축, 고품질의 특징을 지니는 MPEG-4 비디오 스트림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MPEG-4의 다양한 전송 규격 중에 단순 비디

오 압축 전송 규격을 제외한 객체기반 코딩 규격 등은 현실에 대한 응용 노

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현재 디지털 텔레비전

에 사용중인 MPEG-2의 차세대 대안으로서는 각광을 받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 상조인 듯 하다. 

기술 연구소의 차세대 방송 환경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본 연

구의 결론에 앞서, 먼저 미래의 방송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할 필요가 있

다. MPEG-4등의 국제 규격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차세대 방

송 환경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방송 콘텐츠의 멀티미디어적 성격 강화



- 시청자와의 상호 작용성

미래의 시청자는 상, 소리, 음성, 문자, 가상 그래픽 객체 등의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을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상과 음향의 형태로서가 아니

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서 제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 전송 경로도 

이동 통신, 위성,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망, 디지털 지상파 등으로 다양화 될 

것이다. 또한 시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 취사 선택하여 보며, 자신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원하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형태의 방송

을 맛보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형태의 방송으로 변화되어진다고 가정하 을 때에,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로서는 크게 방송 콘텐츠의 제작, 전송, 그리고 소비 환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 시청자에게 상호 

작용이 가능하면서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작 시스템이 먼저 마련되어져야 하며, 이를 다양한 형태의 전송 

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텔레비전 시청 형태가 아닌 방

송 콘텐츠와 상호 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TV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차세대 방송 환경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지금까지 언급한 미래 방송의 특

징들을 바탕으로 이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전송, 소비의 각 단계별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여, 앞으로 변화될 방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실험함

으로써 문제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을 취

하면 될 것이라 생각된다. 

3. 3차원 음향처리 기초연구

3.1 연구 배경

2002년부터 본방송 서비스를 시작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현재의 아날로

그 2채널 스테레오 오디오보다 발전된 다채널 디지털 오디오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또한 DVD 등 고급 상, 음성 매체의 대중화로 Dolby Digital, 

DTS와 같이 화에서 사용되던 음향 기술들을 가정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에 따라 MPEG, ITU, SMPTE 등 방송 관련 기술 단체들은 다채널 디

지털 오디오로 구현할 수 있는 실감 입체음향 관련 기술들을 표준으로 채택

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들도 다채널 입체음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KBS 기술연구소는 이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입

체음향 기술에 대하여 기반기술 습득 및 표준화 동향 파악, 해외 유명 연구

단체들의 관련 기술 조사 작업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2 입체 음향 기술 개요 

인간이 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 근거는 양쪽 귀에 들리는 

소리의 차이이다. 공간상의 한 지점에서 전파되는 소리가 두 귀에 직접적으

로 도달하기 위해 지나는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귀에 들리는 

소리의 인식 시간 및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직접음의 시간 

차이와 크기 차이가 음의 방향을 인지하는 가장 큰 단서가 된다. 

방향 이외에 소리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 음의 확산감(diffuseness)이다. 

이는 소리를 청취하는 공간의 형태에 따라 반사되는 음에 의한 느낌이며 인

간은 소리의 확산감으로부터 공간적인 인상을 느낄 수 있다. 입체음향기술은 

이러한 직접음과 반사음을 제어함으로써 보다 현실감있는 소리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3.3 입체음향 기술의 표준화

3.3.1 MPEG

MPEG에서의 대표적인 다채널 입체음향 표준은 MPEG-2와 MPEG-2 

AAC(Advanced Audio Coding)이다. 1994년에 표준화된 MPEG-2의 오디오 

부문은 ISO/IEC JTC1/SC29 IS 13818-3에 명시되어있다. MPEG-2의 오디

오 부문은 기존 MPEG-1 오디오의 코딩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최대 640kbps



의 대역폭에서 5채널 오디오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MPEG-1 오디오와의 호환성을 위해 기존의 코딩 알고리듬을 그대로 사용하

므로 효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7년 MPEG-2 AAC 표준이 발표되었다. MPEG-1 

Layer 3의 기본 코딩 개념에 새로운 알고리듬을 도입하여 압축효율을 개선

한 이 표준은 ISO/IEC JTC1/SC29 IS 13818-7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대 

320kbps의 대역에서 5채널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현재 MPEG 

오디오 표준들 중에서 가장 고품질의 음향을 다루고 있는 MPEG-2 AAC는 

높은 주파수 해상도, 예측, 개선된 Huffman 코딩 등의 기법을 통해 동일 음

질의 경우 MPEG-1 Layer 3에 비해 30%의 전송률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

다.

3.3.2 ITU-R

ITU의 방송 관련 부문인 ITU-R은 다음과 같은 권고안들을 통해 방송에 

적용될 수 있는 다채널 입체음향 기술을 규정하고 있다.

권고안 ITU-R BS.775-1은 DTV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채널 음향 시스템

의 형태를 개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권고안은 2채널 이상의 다채널 음

향 시스템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관 수준의 음장을 가정

에 보급하고자 할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디지털 코딩을 통해 다채널 오디오

의 전송이 가능한 DTV의 음향 시스템은 기존의 사용자들을 위해 모노 및 

스테레오 시스템과도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제작, 전송, 수신 과정에서 설정

에 따라 채널수의 변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권고안 ITU-R BS.1116-1은 다채널 음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항목이

다. 이 권고안은 엄격한 실험환경과 적절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다채널 음향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의 내용으로는 실험 대상자

의 선정, 실험 방법 및 점수 부여 방식, 평가하고자 하는 오디오 시스템별 

특성, 실험에 필요한 오디오 음원의 요건, 그리고 사용될 장비의 선택 및 조

정 절차와 실험 환경 조건(청취 공간, 스피커 배치 청취자 위치 등)이 있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권고안 ITU-R BR.1287은 다채널로 기록된 필름 상을 방송할 때의 유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괄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 음

원의 각 트랙의 음을 분리하여 저장한다. 그 후 각 음성 신호에 적절한 잡음 

제거 작업 수행하고 2채널 스테레오 시스템을 위한 2개의 신호를 생성한다. 

3.4 연구 동향

3.4.1 NHK 기술연구소 입체 음향 연구 

NHK 기술연구소는 2000년 연구 보고서에서 2개 이상의 스피커를 이용하

여 방 등의 실내공간의 음장을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발표

하 다.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4개의 음원을 사용한 경우 실제 음장

과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때 음원 한 쌍을 

전방 0∼45°혹은 135∼180°사이에 다른 한 쌍을 45∼135°사이에 위치시

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또한 2001년 7월에는 다양한 조건에서 청취자가 음상 위치의 변화를 어떻

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 다. 이 실험은 음의 크기를 조정

함에 따라 청취자가 인식하는 음상의 거리 변화에 대한 부분과 자체 제작된 

스피커 어레이(speaker array)를 이용한 수직 방향의 음상 위치 이동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3.4.2 BBC 기술연구소 입체 음향 연구 (MEDUSA 프로젝트)

1930년 설립된 BBC 기술 연구소는 라디오와 TV분야에 걸쳐 방송 음향의 

품질 개선 과제를 상당 기간 연구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MEDUSA 

(Multichannel Enhancement of Domestic User Stereo Applications) 프로젝

트를 통해 원본의 오디오 사양이 마이크 음원이나 스테레오 음원인 과거의 

프로그램들을 다채널 오디오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이 연

구는 외부로 판매하는 프로그램들이 DVD 혹은 화 등의 미디어 형태에 따



라 서로 다른 방식의 음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

었다. 

3.4.3 Dolby 

Dolby사에서 개발된 다양한 음향 기술들 중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기

술은 Dolby Digital이다. 이 기술의 원래 프로젝트 명은 돌비 AC-3 으며 

현재의 공식적인 명칭은 Dolby Digital이다. 1992년 화 ‘배트맨 2’에서 최

초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2채널 이상의 입체 음향을 기록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대 6채널 데이터를 상호 독립적으로 인코딩이 

가능하며, 이를 하나의 디지털 스트림으로 바꾸어 전송한다. 6채널 중 흔히 

서브우퍼라는 용어로 알고 있는 LFE(Low Frequency Effect)를 제외한 5채

널의 주파수 대역은 20∼20,000Hz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LFE는 전방음으로부터 따로 뽑아낸  20∼120Hz의 

저주파수 성분만을 재생하기 때문에 5.1채널이라고도 한다. Dolby Digital은 

이러한 5.1채널, 16비트의 신호를 일반적으로 384∼448 kbps로 압축한다. 

3.4.4 DTS(Digital Theater Systems)

미국 Digital Theater Systems사에서 개발된 극장용 다채널 음향 기술인 

DTS는 1993년 ‘Jurassic Park’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LFE를 포함한 6개의 

채널을 재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8채널까지 기록이 가능하다. 여분의 

채널은 주로 다른 언어, 효과음 등으로 사용된다.

DTS의 가장 큰 특징은 음질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주로 4:1 비율의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 DTS는 약 12:1 비율로 데이터를 압축하는 Dolby Digital 

방식에 비해 그 음질이 뛰어나며 신호대 잡음비가 CD보다 높다. 그러나 압

축 비율이 낮으므로 최대 1509kbps의 넓은 대역폭과 그에 해당하는 많은 기

록 공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Dolby Digital과 같은 다운믹스(down mix)기

능이 없기 때문에 6채널 스피커 시스템이 아닌 경우 최적의 재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III. 가상현실 방송활용 연구

1. 실시간 가상이미징시스템 성능개선 연구

1.1 개요

최근에 축구 중계 방송에서 경기장 바닥에 팀 로고와 함께 득점 상황을 

보여주거나 대형의 가상 전광판 같은 그래픽 상을 경기장에 실제로 존재

하는 듯이 보여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상이

미징(virtual imaging)기술이며, 유럽,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스포츠 중

계에서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로도 이용하고 있다.

가상이미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그래픽을 실제 환경에 있는 

것처럼 합성하는 기술로서, 카메라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정해진 위치에 그래

픽이 고정되어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의 컴퓨터 그래픽 합성에 비해 비약적

으로 발전한 기술이며, 정보 표시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법들보다 전달 효과

가 크다. <그림 5>에 축구 경기에서의 출전 선수를 표시하는 몇 가지 방법

을 보이고 있는데, 문자발생기나 3차원 그래픽 표시와는 달리 문자나 그래픽 

정보가 실제 상과 연동되어 명확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a) 문자발생기        (b) 3차원 그래픽        (c) 가상이미징
<그림 5> 그래픽 정보 표시 방법의 비교

기술연구소에서는 2000년도부터 가상이미징 기술 연구에 착수하 고, 2001

년에는 요소 기술을 연구하고 Orad사의 CyberSport 시스템을 샘플 장비로 

도입하여 방송에 활용함으로써 운용 노하우를 축적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실



시간 가상이미징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축한 바 

있다. 금년에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실제 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개발하여 ‘VIVA(Virtual 

Imaging & Virtual Advertising)’로 이름지었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VIVA를 사용하여 수 과 양궁 중계에서 첨단의 상을 선보 으며, 2002 

대선 개표방송에서는 투표자조사 발표와 후보들의 득표현황을 가상이미징으

로 보여주는데 사용하 다.

1.2 연구내용

1.2.1 VIVA 시스템 구성

VIVA 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카메라 트래킹 모듈, 제어 PC, 그래픽/

비디오 처리 엔진, 합성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6> 가상이미징 시스템 VIVA 구성도

실제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카메라 트래킹 모듈은 카메라 움직임 

데이터를 얻는 부분으로 팬/틸트 헤드 및 센서, 줌/포커스 데이터를 얻기 위



한 렌즈 센서, 센서 박스로 구성된다. 센서 박스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RS-422 케이블을 통하여 제어 PC로 전달한다. 카메라 시스템으로는 

Ikegami사의 HK-388PW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렌즈는 Fujinon사의 

A15x8(또는 A17x7.8) 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메라 트래킹을 위한 센서

로는 Thoma사의 센서나 Orad사의 센서를 사용한다. 이들 센서는 렌즈 기어

부와 팬/틸트 회전축에 기어를 장착하여 회전값을 인코딩하는 기술을 사용

한다.

제어 PC는 카메라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상의 그래픽이 경기장과 같은 실

제 환경에 정합(registration)되도록 그래픽/비디오 처리 엔진을 제어한다. 정

합시킬 그래픽과 비디오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2

차원 상처리에 기반한 것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실

시간 병렬처리 하는 방식으로 그래픽 이미지나 입력 비디오를 변형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차원 그래픽 기술에 기반하여 그래픽 이미지나 입력 

비디오를 3차원 모델에 매핑시켜 렌더링하는 것이다. 2차원 상처리에 기반

한 방식은 실제 렌즈의 왜곡 현상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카메라 파라미터의 사전 측정과 정합을 위한 

조율작업)이 까다롭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3차원 

그래픽에 기반한 방식은 캘리브레이션이 용이하고 다양한 기능 구현이 쉬운 

반면에 그래픽 생성을 위한 가상 카메라 모델이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핀홀

(pin-hole) 모델이어서 렌즈 왜곡을 처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방

송용 렌즈의 경우 왜곡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차원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VIVA에서도 3차원 그래픽 방식의 그래픽/비디오 처리 엔진을 사용하여 3

차원 그래픽 생성과 디지털 비디오 효과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Getris 

Images사의 PSY를 이용하며, 텍스처 매핑(textute mapping, 3차원 모델에 

그래픽 이미지나 비디오를 입히는 작업) 기술을 주로 사용한다. 입력 상으

로 2채널을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카메라나 VCR 등 외부 비디오

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제어 PC에 내장된 DDR(Digital Disk 



Recorder) 비디오를 사용한다. DDR은 주로 사전 제작된 고품질 그래픽 애

니메이션을 저장하여 사용한다.

합성 모듈은 프레임 딜레이(frame delay)와 크로마키어(chromakeyer)로 구

성된다. 센서 데이터나 그래픽/비디오 처리 과정에서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프레임 딜레이를 사용하여 원래 카메라 상을 지연시켜야 그래픽과 동기가 

맞게 된다. 지연된 카메라 상은 크로마키어로 입력되어 그래픽 상과 합

성되는데, 비슷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경기장 바닥에 그래픽 이미지를 합성하

면 선수가 그래픽 위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1.2.2 가상 그래픽 정합 및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정교한 정합을 위해서는 실제 카메라와 그래픽 생성을 위한 가상 카메라

와의 관계 및 실제 환경의 좌표와 가상 그래픽 환경의 좌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7>은 가상의 그래픽을 실제 환경에 3차원적으로 정합

시키는 개념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가상의 그래픽을 실제 환경에 정합시키는 개념도



그래픽 생성을 위한 가상 카메라는 시점(viewpoint)과 화각(FOV: 

Field-Of-View)으로 정의된다. 시점은 <그림 8>과 같이 팬과 틸트의 움직

임에 의해서도 변화하지만 줌에 의해서도 변화한다. 보통의 방송용 렌즈는 

여러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고, 줌 변화에 따라 광학 주점(principal point)

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림 9>에 Fujinon사의 A15x8 렌즈에 대한 시점 변

화 특성을 표시하 다.

<그림 8> 팬/틸트에 따른 카메라 시점의 변화

<그림 9> 줌에 따른 시점 변화(Fujinon A15x8 렌즈)



화각은 줌에 의해서 절대적인 향을 받으며, 포커스에 의해서도 변한다. 

광학적으로 화각은 렌즈의 초점거리(focal length)와 카메라의 CCD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캘리브레이션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10>은 

줌에 의한 화각의 변화 특성을 나타내었고, <그림 11>은 포커스에 의한 화

각 변화 특성을 표시하 다.

<그림 10> 줌에 따른 화각 변화(Fujinon A15x8 렌즈)

<그림 11> 포커스에 따른 화각 변화(Fujinon A15x8 렌즈)



줌과 포커스에 따른 초점거리와 광학 주점의 변화는 렌즈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아 화각을 계산하 으나, 줌과 포커스의 이동 범위가 제공받은 데이터

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험에 의해 값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렌즈의 광축과 CCD의 중심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렌즈를 카메라로부터 탈 장착할 때마다 그 상황은 조금씩 바뀌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그래픽을 합성하게 되면 가상 물체가 실제 상 안에서 미끄러지

는 듯이 보이는 부정합이 발생한다. VIVA에서는 렌더링된 그래픽 상의 

중심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그 차이를 보정하 다.

그래픽 생성 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보정하기 위하여 프레임 딜레이 장

비를 사용하지만, 하드웨어만으로는 정확한 딜레이 보정이 어렵다. 이는 센

서장비가 프레임이 아닌 필드 단위로 동작하며, 더욱이 매 필드의 시작 부분

에서 카메라 움직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연된 시간에 데이터를 

얻기 때문이다. 이의 보정을 위해서 이전 카메라 데이터와 현재의 카메라 데

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1.2.3 VIVA 운용 소프트웨어

VIVA 운용 소프트웨어는 윈도 NT 운 체제 상에서 Microsoft사의 

Visual C++와 Getris Images사의 PSY SDK를 바탕으로 작성하 다. PSY 

SDK를 이용하여 3차원 그래픽의 생성과 변환, 텍스처 매핑을 처리하 다. 

PSY SDK는 Discreet사의 3DSMAX 플러그 인을 통하여 최종 렌더링할 오

브젝트의 위치, 모양 등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사용자는 VIVA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각형, 육면체, 원, 원기둥과 같은 

기본모델을 생성한 후, 3차원 변환과 텍스처 매핑을 통하여 최종 그래픽을 

완성하게 된다. 그래픽 오브젝트를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월드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를 지원한다. 운동장과 같이 규격이 정해진 장

소에서는 월드 좌표계를 이용하여 가상 오브젝트 전체가 포함된 장면을 매

칭시키는 것이 편리하며, 골프장과 같은 비규격화 된 곳에서는 카메라 좌표



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오브젝트를 실제 상 안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

림 12>에 VIVA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소개하 다. 

<그림 12> VIVA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VIVA는 3차원 오브젝트의 위치, 크기,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제

공한다. 이는 3DSMax와 연계된 키프레임(key frame) 방식을 이용한다. 실

제 현장에서 상 안의 물체 모양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현장감 있는 

그래픽 효과를 생성할 수 있다.

크로마키 제어모듈은 그래픽 오브젝트가 카메라 상 안에 자연스럽게 합

성되도록 색상(hue)과 범위(acceptance), 키 이득(key gain) 등의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설정된 파라미터들은 리스트에 등록되어 

항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래픽 오브젝트가 초록색의 운동장이나, 

푸른색의 울타리와 같이 다양한 장소에 즉시 합성될 수 있도록 하 다. 크로

마키 모듈은 2가지 합성 모드를 제공한다. 오버레이 모드는 카메라 상의 

색에 관계없이 그래픽의 알파키만을 고려하여 합성한다. 운동장에 표시되는 



대형 그래픽 전광판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실제 오브젝트가 그래픽을 가

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크로마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는 크로마키와 알파키를 조합한 모드를 사용함으로써, 그래픽의 특정 역만

이 합성되도록 하 다.

축구 경기장과 같이 규격이 정해진 장소에서는 프리킥 위치에서 골대까지

의 거리,  9.15m 역 표시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 VIVA의 그래픽 오브젝트

는 실세계와 완전히 동일한 3차원 좌표계 상에서 운용되므로, 사용자가 경기

장 내의 임의의 점을 지정하게 되면, 그 점에서 골대까지의 거리를 경기장의 

평면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3 아시안게임 방송활용

VIVA는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수 과 양궁 중계에 사용하 다. VIVA 

시스템은 별도의 차량에 탑재하여 운용하 고, 유니 중계차와 연결하여 방송

하 다. 수 장에서는 관중석에서 출발선을 잡는 위치에 VIVA 카메라를 설

치하여 운용하 고, 양궁에서는 관중석 위쪽에 설치하여 운용하 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 사용된 VIVA 시스템



수 에서는 경기장내에 대형의 가상전광판을 표시하여 아나운서와 해설자

의 상을 보여주었으며, 아시안게임 로고와 KBS스포츠 로고 등을 수 장 

표면에 표시하 다. 특히, 경 경기에서 레인별 국기 그래픽을 표시하 는데, 

국기가 수 장 물속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 다. 양궁에서는 대형의 가상전광

판과 아시안게임 로고 등을 경기장 내에 표시하 고, 두 출전선수의 국기와 

함께 각 엔드별 성적을 양궁장 잔디 위에 보여주었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VIVA를 사용한 방송화면



2. 그래픽삽입 및 상표제거기술 연구

2.1 개요

포스트 프로덕션을 위한 가상이미징의 응용으로 이미 제작된 상에 컴퓨

터 그래픽으로 생성된 가상의 물체를 자연스럽게 삽입하거나, 상내의 상표

나 간판을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가리거나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산학공동연구를 진행하 다.

가상의 그래픽을 상에 삽입하기 위하여 특징 추출과 정확한 추적 알고

리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코너 및 에지 성분 추출, 광류(optical flow) 분석, 

움직임 벡터 추출, 블록 매칭 알고리듬 등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상표제거를 위하여 객체 추출과 추적 및 자연스러운 제거 알고리듬 개발을 

목표로 객체 칸투어(contour) 추출, 히스토그램 추출, 비정형 객체 추적, 객

체 분리 및 텍스처를 이용한 제거 기술 등을 연구하 다.

연구 개발한 알고리듬을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 일부 상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특징 및 객체 추적의 한계가 존재하여 삽입한 그

래픽이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제거할 객체를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으며, 다양한 경우의 상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연구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2.2 연구내용

가상 그래픽 삽입을 위하여 삽입하고자 하는 역 부분의 특징 정보를 추

출하고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징 정보 추출을 위하여 도함수 

필터(gradient filter)를 이용하여 코너 정보를 구하고, 추적을 위하여 최적화

를 통하여 강한 특징들을 선별한다. 이 때 보다 정확한 코너를 찾기 위하여 

이웃하는 화소간의 기울기를 통하여 특징 벡터를 구한다.

선별된 특징들을 추적하기 위하여 먼저 선정된 관심 역에 대하여 추출

된 특징 벡터를 가지고 움직임 역을 분석한다. 움직임 분석은 선형 예측 

탐색과 비정형적 형판 생성에 의한 블록 매칭 알고리듬을 이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움직임 벡터와 광류 분석을 이용하여 특징들의 대응 관계를 추출한

다. 광류 분석은 Lucas-Kanade 알고리듬을 이용하 으며, 움직임 정보에 대

한 대응관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정규화된 상관 계수를 사용하 다. 특징들의 

대응 관계로부터 삽입할 그래픽의 위치를 계산하여 변형시킨 후 합성한다.

<그림 15>는 실험적으로 구현한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이고, <그림 16>에 가상 그래픽 삽입의 결과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15> 가상 그래픽 삽입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16> 가상 그래픽 삽입 예



상표제거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비정형 객체 제거가 이루어지도록 상 분

할 기술로 제거하고자 하는 객체를 분리하고 표본 텍스처 역 정보를 이용

하여 유사한 텍스처를 탐색하고 추출한 객체 경계선을 따라 대체한다.

객체 추출은 복잡한 배경에서 안정된 객체 칸투어 추출을 위하여 배경 텍

스처를 분석하고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객체 모양이 변하더라도 추적

이 가능하도록 폐곡선 형태의 윤곽선으로부터 변형 객체의 점유 면적 및 변

형 정보를 유도하 으며, 연속된 프레임 상에서 객체의 이동이 발생하 을 

때 객체로부터 움직임 벡터를 계산하여 이동 위치를 검출하고, 매 추적 과정

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객체와의 외곽 접경 위치 겹침 검사를 통해 부분

적으로 겹치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17>은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습이고, <그

림 18>에 상표 제거의 결과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17> 상표제거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18> 상표제거 예

3. 사건재연시스템 기능보완

3.1 기능보완

사건 재연 시스템은 교통사고나 살인, 화재, 기타 가상의 재연 등 카메라 

상으로 획득하기 힘든 사건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연하는 시스템

이다.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필요한 3차원 그래픽 모델과 

인체 및 동작 데이터를 사전 제작하여, 이를 상황에 맞도록 편집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건을 재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금년에는 작년까지 완성된 사건 재연 시스템을 현업에 사용하고 이를 보

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완 작업은 크게 시스템의 안정화 작업과 추가 

그래픽 모델 제작으로 행해졌다. 추가 모델 제작은 본 시스템이 현업에 사용

되면서 기존 제작분 240개 모델 외에 부족한 모델들을 중심으로 10월부터 



두 달간 특수 상 그래픽실과 협의를 거쳐 만들어질 모델들을 선정하고, 11

월 말부터 제작을 시작하 다. 추가 제작된 모델은 가상 캐릭터 20종과 소품

용 모델 44종으로 소품용 모델의 경우 현업 부서의 요구에 의해 폴리곤 수

가 기존보다 증가한 고품질 모델을 위주로 제작하 다(<그림 19>).

<그림 19> 사건 재연 추가 모델 예



3.2 방송활용

사건재연 시스템은 3차원 그래픽 툴인 Maya의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Maya가 설치되어 있는 고성능 그래픽 PC라면 어디에서든 작

업이 가능하다. 현재 사건재연 시스템은 상그래픽실에 설치되어 현업에 활

용되고 있으며 ‘일요스페셜’, ‘취재파일 4321’ 등의 시사 프로그램에 사용되었

다(<그림 20>). 금년의 기능보완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된다.

<그림 20> 사건재연 시스템의 방송 활용 (‘일요스페셜’)



4. 축구 상 3차원 재연 시스템 방송 활용

축구 상 3차원 재연 시스템 VPlay는 2002 한일월드컵을 비롯하여 KBS

에서 방송된 각종 축구경기관련 방송에 많이 활용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

하여 몇 가지 기능들을 보완하고, 올 한해 많은 방송 제작을 지원하 으며, 

개발한 시스템 VPlay를 ABU Technical Review지에 발표하여 ABU 기술대

상을 수상하 다. 

4.1 기능보완

VPlay 시스템의 대표적인 보완 및 개선 사항은 축구 동작 데이터의 보강, 

전력 질주 속도 개선, 팀 포메이션 기능 추가, 상분석부 성능 개선 및 사

용자 인터페이스 정리 등이다.

축구 동작 데이터는 1차 동작 캡처 작업시 누락된 수비동작들과 킥 동작, 

헤딩 동작 등을 보완하 다. 또한 코너킥, 프리킥과 같이 골인장면과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동작들도 추가하 다. 그리고 전력 질주 

동작을 추가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선수들이 전력 질주할 때 이를 재연하

는데 사용하 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VPlay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

구동작들과 이들간의 연결도이다. <그림 21>은 일반선수의 동작이고, <그림 

22>는 골키퍼의 동작으로서, 이들은 각각의 파일로 나누어 관리한다. 

VPlay 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축구 상에서 골인 장면과 같은 중요 장면

을 카메라 상으로부터 분석하고 선수들의 위치와 동작 상태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3차원 그래픽으로 재연하는 것이다. 현재의 VPlay 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데는 최소 10분에서 20여분의 시간이 필요하며 정

 재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월드컵 

중계방송에 VPlay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팀 선수들의 

포메이션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추가하 다. 포메이션 

상을 3차원으로 제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vent 동작 始 終

 Heel Kick R S

 In Slide R

 Out Slide R

 Overhead S

 Place R

 Turning S

 Volley S

 C Heading R S

 L   〃 R

 R   〃 R

 Heading Sl 1 R S

    〃      2 R

    〃      3 R

 Large Pass R R

 Small  〃 R

 Trapping 1 R R

    〃    2 R

코너킥 SR

바이크킥 S S

프리킥 SR
헤딩슛 S R

드로잉 S R

공컨트롤 S S

  GK Stand

  R Side Walk

  L Side Walk

  Back Walk

  Stand   Walk   Jog   Run

Stand / Run

  Fst Run

Stand / Walk

 수비 동작 始 終

 FreeK Def 1 S S

     〃    2 〃

     〃    3 〃

     〃    4 〃

     〃    5 〃

     〃    6 〃

 Back Walk 1 W W

     〃    2 〃

     〃    3 〃

     〃    4 〃

 Interrupt   1 S S

     〃    2 〃

     〃    3 〃

↖ Run L45

← Run L90

↗ Run R45

→ Run R90

↖ Run L45

← Run L90

↗ Run R45

→ Run R90

↖ Jog L45

← Jog L90

↗ Jog R45

→ Jog R90

↖ Walk L45

← Walk L90

↗ Walk R45

→ Walk R90

<그림 21> 일반 선수 동작 연결구성도



 Back Move

 For Move

 L Move  

 R   〃  

 L High Catch 

 L Low  〃

 L Mid   〃

 R High  〃 

 R Low  〃

 R Mid   〃

 Jump

 Look back 1

    〃      2

 Sit-defense 1 

    〃      2

    〃      3

Move Forward

Move Backward

GK Stand
Move Leftside

Move Rightside

<그림 22> 골키퍼 동작 연결구성도

▶ 동작데이터 획득

- 선수의 10여가지 몸푸는 동작을 광학식 모션캡처 장비로 획득하 다.

▶ 선수 데이터 관리

- 선수의 머리, 피부색 그리고 상하 유니폼, 등번호, 신발, 이름, 국가 등을 

분류하여 텍스처를 준비한다. 

- 선수 리스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전 팀의 텍스처들을 A팀, B팀으

로 구분해서 작업 디렉토리로 자동 복사한다.  

▶ 기본 포메이션 제작

- 4-4-2와 4-3-3과 같은 기본 포메이션을 A팀 및 B팀으로 사전 제작한

다. 이때 선수 모델들은 텍스처가 없는 동작데이터만 가지게 된다.

- 선수 모델들에 해당하는 텍스처 경로를 작업 디렉토리로 연결한다. 

위와 같이 기본 작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다양한 



화면의 포메이션 상을 제작한다. 

또한 다양한 각도로 3차원 재연 상을 보여주기 위해 가상 카메라를 제

어할 수 있는 조이스틱 컨트롤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 고 그 

기능을 개선하 다. 다음은 조이스틱 컨트롤의 기능들이다.

∘단추 1, 2 : 마커로의 가상 카메라 자체 이동을 이용한 줌 인/아웃 효과

∘단추 3, 4 : 화각의 감소/증가를 이용한 줌 인/아웃 효과 

∘단추 5 : 현재 카메라 위치 저장

∘단추 6 : 카메라 애니메이션 녹화

∘단추 7 : 녹화된 카메라 애니메이션 재생

∘단추 8 : 미리 저장된 카메라 위치로 이동

∘Hat switch : 8방향 마커 이동을 이용한 가상 

카메라 이동

∘Throttle : 마커의 회전 및 이동, 가상 카메라

의 회전 및 이동 속도 조절

∘조이스틱 회전 : 마커를 중심으로 가상 카메라

의 상하좌우 회전

단추 5∼8의 기능은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새롭게 성

능이 개선된 부분이다. 단추 5를 이용해서 카메라 애니메이션 시작점을 저장

하고 있다가 단추 8을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시작점으로 자동 이동

할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간과 카메라 애니메이션 시

간 사이의 비동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장하지 못했던 카메라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한 프레임씩 캐릭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메모리에 실시간

으로 저장할 수 있게 개선하 다. 

 

4.2 방송 활용

VPlay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각 국의 전략을 분석하는 ‘비바월

<그림 23>
조이스틱 컨트롤



드컵’이라는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사용하 다. 월드컵을 대비한 여러 평가전

에서의 선수 배치와 경기 중 중요 장면을 3차원으로 재연하고 여러 각도에

서 관찰하여 각 팀의 전술과 전략을 해설자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부각 효과 및 파티클 효과 등을 사용하여 중요 선수를 표시하고 

공의 궤적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었다. <그림 24>는 비바월드컵 방송 장면이

다. 그림 (a)와 같은 골장면들에 대해 그림 (b)와 같은 다각도에서의 3차원 

재연 화면들을 보여주었다.

   

   

(a)  (b)

<그림 24> ‘비바월드컵’ 방송 장면 (a)실사 상, (b)재연 화면  

<그림 25>는 2002 한일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 게임 기간 중 축구 중계

에 VPlay를 활용한 예이다. 이 경우 선수 배치 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묘

사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10개의 월드컵 축구장의 모델을 사실성 있게 

제작하 다. 또한 팀 포메이션의 보다 현실감 있는 표현을 위하여 준비운동

을 하는 선수 동작을 제작하고 이를 배치된 선수 모델에 적용하여 마치 실

제 선수들이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사용하 다. 그리고 양국의 국기 표시, 



스포트라이트를 장착한 헬기, 폭죽 및 다양한 색상의 조명, 주야간을 고려한 

밝기 조정, 그림자 효과 및 해당 포지션으로 달려가는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추가하여 시청자에게 보다 생동감 있는 상을 제공하 다. 

 

 

<그림 25> 2002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의 VPlay 활용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기간에 활용한 축구 주요장면의 재연작업은 비바월

드컵과는 다른 방식의 작업 과정을 채택하 다. 이 때의 축구 중계는 주로 

생방송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주요장면 재연작업의 경우 10∼20분의 시

간 내에 작업이 완료되어야 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우선 

재연에 등장하는 선수 캐릭터의 수를 중요한 역할을 하는 4∼6명만으로 한

정하 다. 선수 캐릭터의 수를 줄임으로서 가상 환경을 제작하는 시간과 렌

더링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동 동작들과 공 관련 동작을 결합한 형태

의 선수 캐릭터 움직임을 사전에 다수 제작하여 동작편집과정 없이 재연작

업을 수행하 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상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

하여 정확성이 부족하지만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

리고 각 프레임들을 렌더링 하여 동 상을 제작하지 않고 시스템의 모니터

에 출력되는 화면을 스캔컨버터를 통해 직접 비디오 출력으로 전환하여 녹

화하 다. 이 경우 출력 상의 화질은 렌더링 할 때보다 다소 떨어지나 빠

른 작업시간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표 1>은 2002년 한해동안 VPlay를 방송에 활용, 지원한 결과이다. 월드

컵 사전 평가전, 월드컵, 아시안게임 중계방송 등에 주로 사용하 다.

<표 1> VPlay의 2002 방송 활용 내역

월일 경  기 방송 내용 월일 경  기 방송 내용

3.13한국:튀니지 평가전  3.15 비바월드컵, 3D재연 6.15 독일:파라과이 16강전  포메이션

3.20한국:핀란드 평가전  3.22 비바월드컵, 3D재연 6.15 국:덴마크 16강전  포메이션

3.27한국:터키 평가전  3.29 비바월드컵, 3D재연 6.16 스웨덴:세네갈 16강전  포메이션

4.20한국:코스타리카 평가전  4.25 비바월드컵, 3D재연 6.16 스페인:아일랜드 16강전  포메이션

4.27한국:중국 평가전  5.2 비바월드컵, 3D재연 6.17 미국:멕시코 16강전  포메이션

5.16한국:스코틀랜드 평가전  5.16 비바월드컵,포메이션 6.17 브라질:벨기에 16강전  포메이션

5.21한국:잉 랜드 평가전  포메이션 6.18 일본:터키 16강전  포메이션

5.26한국:프랑스 평가전  포메이션 6.18 한국:이탈리아 16강전  포메이션, 3D재연

5.31프랑스:세네갈 예선  포메이션 6.21 브라질: 국 8강전  포메이션

6.1 덴마크:우루과이 예선  포메이션 6.21 독일:미국 8강전  포메이션

6.2 국:스웨덴 예선  포메이션 6.22 한국:스페인 8강전  포메이션

6.3 멕시코:크로아티아 예선  포메이션 6.22 세네갈:터키 8강전  포메이션

6.4 일본:벨기에 예선  포메이션 6.25 한국:독일 4강전  포메이션

6.4 한국:폴란드 예선  포메이션, 3D재연 6.26 브라질:터키 4강전  포메이션

6.5 포르투갈:미국 예선  포메이션 6.29 한국:터키 3,4위전  포메이션, 3D재연

6.6 프랑스:우루과이 예선  포메이션 6.30 브라질:독일 결승전  포메이션

6.7 아르헨티나:잉 랜드 예선 포메이션 8.15 프로축구 올스타전  포메이션

6.8 브라질:중국 예선  포메이션 10.2 (여)북한:일본 아시안게임  포메이션

6.9 일본:러시아 예선  포메이션 10.4 (여)한국:대만  포메이션

6.10한국:미국 예선  포메이션, 3D재연 10.5 북한:쿠웨이트  포메이션

6.10포르투갈:폴란드 예선  포메이션 10.7 (여)한국:일본  포메이션

6.11프랑스:덴마크 예선  포메이션 10.8 한국:바레인 준준결승  포메이션

6.12아르헨티나:스웨덴 예선  포메이션 10.9 한국:대만 야구결승  포메이션

6.14한국:포르투갈 예선  포메이션 10.11 (여)한국:중국  포메이션

4.3 VTouch 개발

VTouch는 video-touch라는 의미로 비디오라이터(video writer) 기능과 이

미지 클립을 드래깅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상합성장치이다. 비디오라



이터 기능과 이미지 드래깅 기능을 통합한 VTouch 시스템은 현재 축구 중

계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해설자는 VTouch를 사용하여 

출전 선수들의 사진을 배경 비디오 위에 적절한 포메이션으로 배치한 후 비

디오라이터로 각 팀의 전술에 대해 화면에 직접 정보를 쓰는 방식으로 설명

할 수 있다

4.3.1 시스템 구성

VTouch 시스템은 중계방송 환경에 적합하도록 소형, 경량화하여 제작하

다. 하드웨어는 휴대형 펜티엄4 본체와 LCD 테블릿으로 구성된다. 비디오 

입출력을 위해서 DigiSuiteLE를 사용하 으며 액정 테블릿으로는 Wacom 

PL-500을 사용하 다. 그리고 비디오 송출 제어를 위해서 키어 보드를 장착

하여 VTouch 사용자 환경에서 키 신호를 컨트롤함으로써 상 합성을 제어

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26>은 VTouch 시스템의 중계방송을 위한 시스

템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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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VTouch의 중계방송 활용 시스템 구성도

VTouch는 중계차로부터 동기 신호와 배경 비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받고  

사용자가 제작한 비디오를 키신호와 함께 중계차로 보낸다. 중계차에서는 이

를 배경 비디오 신호와 합성하여 최종 송출하게 된다. VTouch 시스템 자체

에서 배경 신호와 합성하여 송출 할 수 있지만 중계 생방송시 발생할 수 있



는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비디오 신호와 키 신호를 별도로 출력하는 형태로 

제작하 다. 

소프트웨어 환경은 윈도 2000 기반의 DigiUtil 7.1 버전을 사용하 으며 

DigiSuite SDK, DDK를 이용하여 Visual C++ 6.0으로 개발하 다. 특히 비

디오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인 GFB(Graphic Frame Buffer)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 다. GFB는 768x1365의 크기를 가지는 32bit 

메모리이다. <그림 27>은 VTouch에서 사용한 GFB의 구조를 나타내며 A1, 

A2, A3 역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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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포메이션을 위한 GFB 구성도

A1 역은 720x486 크기의 가시 역으로 항상 비디오 출력이 되는 부분이

다. 비디오라이터로 사용할 때는 펜 브러쉬를 통해 A1 역의 메모리에 

자, 그림 및 그 외 필요정보를 표시한다. A2 역 역시 720x486 크기이며 

이곳에는 이미지 드래깅을 위한 밑그림과 사진들을 배치한다. 그리고 초당 



60 필드의 실시간으로 A2 역의 그림들을 A1 역으로 복사한다. A3 역

에는 사진 클립들과 그 사진의 밑면에 위치하는 배경 클립들이 있다. 사용자

가 사진을 드래깅하여 옮기면 A2 역의 새로운 위치의 배경을 A3 역에 

복사하고 A3에 있는 사진을 A2에 복사한다. 이러한 작업은 마우스 또는 전

자펜의 down/up/move 동안 이루어진다.

4.3.2 기능 및 특징

VTouch는 비디오라이터로서의 특징과 이미지 클립 드래깅 기능으로서의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VTouch의 비디오라이터는 1600만 칼라를 지원하여 원하는 어떠한 색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포토샵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브러쉬 지원

이 가능하며 안티알리아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부드러운 라인 효과를 내도

록 하 다. 또한 펜 굵기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펜 굵기가 최소 

2x2까지 선택 가능하다. 현재는 펜 굵기를 7x7, 10x10, 14x14, 20x20의 네 

가지를 제공한다.

이미지 드래깅 기능에서는 각 팀의 이미지 클립들을 배치하고 저장하여 

다시 불러올 수 있으며 모자이크와 같은 파티클 효과와 함께 페이지 인/아

웃 효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배치된 이미지 클립 위에 비디오라이터를 사용

할  수 있다. 

VTouch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비디오와 키 신호를 출력으로 전송한다. 여

기에 키의 레벨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작업환경에 맞

게 선택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리고 VTouch는 다른 비디오라이터와 달리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순

수한 비디오라이터 기능과 함께 야구, 스키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이 간

편하다.

4.3.3 방송 활용

VTouch 시스템은 지난 월드컵이 끝난 후 약 2개월의 기간에 걸쳐 개발되



었다. 현재까지는 주로 축구경기 중계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 환경 및 이미

지 드래깅에 사용되는 조각 그림들이 준비된 상태이며 지난 12월 12일, 15일

에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서 열린 FA컵 축구경기 준결승 및 결승전 중계방

송에 처음으로 사용하 다. <그림 28>의 그림 (a)는 축구 해설자 위치에 설

치한 VTouch 시스템이다. 본체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옆에 설치하고 모니

터만 해설자 앞에 배치하 다. 그림 (b)는 VTouch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

면이며 오른쪽의 전자펜으로 모니터 상에서 드래깅과 라이팅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림 (c)와 (d)는 최용수 KBS 축구 해설위원이 생방송 중에 경기가 

진행되는 장면을 LCD를 통해서 보면서 직접 그 위에 비디오라이터 작업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 (b)

(c) (d)

<그림 28> VTouch 시스템의 방송활용

VTouch는 기존의 광학식 비디오라이터보다 기능적인 면에서나 공간 효율

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작업환경이 LCD 모니터 안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쉽게 다룰 수 있다. 비디오라이터 기능

으로는 현재 어떤 종목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선수 배치와 같은 이미지 드래

깅은 각 종목에 맞게 향후 개발할 예정이다.



5. 선거개표방송용 그래픽시스템 개발

5.1 지방선거

5.1.1 드림스튜디오 

금년에는 예정된 두 건의 선거 개표 방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방법으로 1998년에 도입했던 Brainstorm사의 EStudio라는 상용 가상스튜

디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함으로써 개표방송 준비기간을 단축

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 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 사용한 장비인 크레인 카메라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지난 2000년 총선 때 도입한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하

다. 크레인 카메라 시스템은 지난 연말에 TS-7에서 도입, 방송에 활용중

인 시스템으로서 이를 옮겨와서 선거방송에 활용하 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Radamec RP2 카메라 시스템은 주로 평면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반면 크레

인 카메라는 3차원 공간상에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작동

함으로써 보다 다채롭고 섬세한 화면을 생성할 수 있었다. 

지난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는 8개의 메뉴를 준비하 다. 4개 그래픽 세

트를 제작하여 세트별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

하 다. 8월에 있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3개 메뉴에 2개 세트를 활용하

다. 또한 12월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는 6개 메뉴에 세트만 5개를 제작하여 

활용하 다. 

5.1.1.1 스튜디오 구성

8월에 있은 보궐선거는 TS-7에서 치러졌으며 그 외 지방선거와 대통령선

거는 TS-15부조 아래에 선거방송용 그래픽센터를 설치하고, 가상스튜디오 

시스템인 드림스튜디오(DreamStudio)를 구성하 다. 그래픽센터 바깥에는 

드림스튜디오를 운용하기 위한 크로마키 패널 및 조명을 설치하 다. <그림 

29>에 당시 설치한 그래픽 센터와 크로마키 세트, 카메라 트래킹 장비의 사

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29> 그래픽 센터, 드림스튜디오, 트래킹 장비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는 기존 뉴스 부조에서 사용중인 로보틱 페디스탈 

이외에 TS-7에서 운용중인 크레인 장비를 설치하여, 부감 장면을 비롯한 다

양한 카메라 워킹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시스템 안정성과 백업 기능을 위하

여 2대의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이 각각 독립적으로 카메라 트레킹 장비와 연

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림 30>은 드림스튜디오의 주요 장비의 구성도이다. TS-15로부터 드림

스튜디오 장비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젠록(genlock) 신호인 B.B를 입력받아 

이를 아날로그 VDA로 분배하여 각 장비에 연결하 다. 인서트 신호는 그래

픽 생성기인 다빈치의 비디오 출력을 TS-15로부터 입력받아 이를 드림스튜

디오의 가상 그래픽 배경에 합성하기 위한 것이다. 드림스튜디오는 2개의 출

력을 TS-15로 전송하는데, 메인 신호는 PD가 선택한 드림스튜디오의 최종 

비디오 출력이며, 백업 신호는 일부 장비 이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

한 용도로서, 카메라#1의 출력을 연결하 다. MC 오디오 라인은 2채널의 무

선마이크 소스가 TS-15부조로 연결되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한 채

널의 믹스된 소스가 그래픽 센터로 리턴되어 왔다. 이 라인은 리허설시 운용

자가 MC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실제 방송시에는 자

료화면을 녹화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이 밖에 드림스튜디오의 오디오 효과

를 위하여 스테레오 2채널의 오디오 라인이 TS-15와 드림스튜디오 사이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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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드림스튜디오 주요 시스템 구성도



5.1.1.2 프로그램 개발

드림스튜디오 시스템에서는 가상스튜디오 메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표 

2>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 다.

<표 2> 드림스튜디오 소프트웨어 목록 

소프트웨어 용도 파일

EStudio(ipf72f) 가상스튜디오 메인 프로그램 *.py

Maya, 3DS MAX 모델링, 텍스쳐 렌더링 *.mb, *.iv

pfconv 모델 파일 포맷 변환 *.iv, *.pfb

getdata 선거데이터 입력, 저장 menu*.txt

readvote.py 선거데이터 인식, 처리

readmenu*.py 메뉴별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그림 31> 드림스튜디오 소프트웨어 구성

[2D 이미지]
 : 후보사진, 성명, ..

tga rgb

[모델링]
 : Maya, 3DS MAX

[파일변환]
 : pfconv

(performer bin)pfb

(VRLM 2.0)iv

[Font]
 :type1, truetype

ttfpfa

[데이터 인터페이스]
 : readvote.py
 : readmenu*.py
 : ipf 변수 세팅
 : 텍스쳐 바인딩
 : 애니메이션 실행
 : 이벤트 실행

전산터미널

[데이터 입력]
 : Getdata 

RS-232

menu*.txt

[EStudio : ipf version 7.2f]
 : 그래픽 모델 셋업
 : 그래프 생성
 : 텍스트 생성
 : 애니메이션 제작
 : 변수 설정 
 : python script load, 실행

py



가상스튜디오 메인 프로그램인 EStudio는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한 

모델들을 읽어들여 이를 변형하고 시스템에서 필요한 애니메이션을 설정하

여 전체 그래픽 세트를 완성한다. 대부분의 그래픽 소품들은 외부에서 제작

한 모델들을 사용하나 기본적인 문자 및 그래프 등은 EStudio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요소들을 이용하여 생성하 다. 애니메이션을 설정하여 기본 틀과 

기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후, 실제 선거방송에서는 실시간 선거 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 다. 즉, 선거 데이터에 향

을 받는 부분, 예를 들면 1위 후보자 사진, 득표율, 그래프 높이 등은 변수를 

설정하여 그 변수 값에 따라 그래픽이 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두고, 

메뉴별 선거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선거 데이터에 따라 변수 값을 바꾸어 

주도록 하 다.

5.1.1.3 드림스튜디오 메뉴

드림스튜디오에서 준비한 그래픽 메뉴는 광역단체장 투표자조사 4개 메뉴, 

개표상황 4개 메뉴, 기초단체장 개표상황 메뉴 1개 등 총 9개 메뉴를 준비하

다. (<그림 32> 참조)

◈ 당선예상     ◈ 현재 1위

☞ 인트로 애니메이션



◈ 예상득표율       ◈ 후보지지도 변화추이 

  

☞ 인트로 애니메이션

◈ 여론조사      ◈ 후보자 득표상황 : 55번

◈ 우세 및 확정지역 (광역단체장)     ◈ 우세 및 확정지역 (기초단체장)



◈ 축 당선 : 56번

☞ 인트로 애니메이션

<그림 32> 지방선거용 드림스튜디오 그래픽 메뉴

5.1.2 Cycube 

Cycube는 2002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고품질의 3차원 그래픽 화면을 제

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Cycube 시스템은 실시간 3차원 그래픽/비디오 

엔진인 PSY를 기본으로 구성하 으며, 고품질의 배경 그래픽 화면을 위하여 

DDR(Digital Disk Recorder)을 사용하 다. 3차원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및 

배경의 렌더링은 3DSMAX를 이용하여 제작하 고, 실시간 애니메이션 부분

은 Virtual FX를 이용하여 효과 파일을 제작하 으며, 실제 개표 데이터의 

표현을 위하여 Value 스크립트를 작성하 다. 또한, FX 및 Value의 제어를 

위하여 Peridot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Cycube 시스템은 메인과 백업의 2 세트를 구성하여 <그림 34>와 같이 그

래픽센터에 설치하여 운용하 으며, 그래픽 내용으로는 투표율, 개표율, 투표

자조사 당선예상, 투표자조사 예상득표율, 광역단체장 현재 1위, 광역단체장 

득표현황 등 13가지의 화면을 준비하여 개표방송에 사용하 다(<그림 33> 

참조). 각 내용에는 도입부로서의 역동적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었고, 시도별 



전환은 효과적이고 간결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 으며, 도입부나 화면전환 

등에 음향효과를 사용하 다.

<그림 33> 지방선거용 Cycube 그래픽 화면



<그림 34> 지방선거용 Cycube 시스템

5.2 보궐선거

8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3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선

거이고 대통령선거를 몇 달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한 

선거 다. 이에 따라 TS-7에서 드림스튜디오를 운 하 다. 가상스튜디오를 

위해 세팅된 TS-7에서 선거용 가상스튜디오를 운 함으로써 그래픽 스튜디

오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업무진행을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보궐선거를 위한 그래픽 메뉴는 예측, 개표상황, 

당선자 파일 등 세 개의 메뉴를 준비하여 활용하 다. (<그림 35> 참조)

◈ 예상득표율, 개표상황 ◈ 당선자 파일

<그림 35> 보궐선거용 드림스튜디오 그래픽 화면



5.3 대통령 선거

5.3.1 드림스튜디오 

16대 대통령 선거는 TS-15 옆에 임시 그래픽센터를 설치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6월에 있은 지방선거와 동일한 시스템 구조로 치러졌다.

◈ 기획 여론조사 ◈ 예측 기상도

◈ 전체후보 예측득표율 ◈ 권역별 1,2위 예측득표율

◈ 시도별 1,2위 득표율 ◈ 전체후보 득표수, 득표율

<그림 36> 대통령선거용 드림스튜디오 그래픽 메뉴



그래픽 메뉴는 기획 여론조사, 예측 메뉴, 개표상황 등의 6개 메뉴를 준비

하 다. 기획 여론조사는 선거 며칠 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녹화로 진

행하 으며, 예측 기상도는 색다른 시도로서 기상앵커를 기용하여 KBS의 

예측결과를 기상보도의 형태로 풍자하여 진행하 다. 이는 출구조사를 토대

로 한 예측으로서 선거당일 마감 30분전에 받은 예측결과를 즉시 이용하여 

생방송 직전에 녹화하여 사용하 다. 전국 지도가 나오는 그래픽 메뉴는 진

행자가 지역별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의 예측 및 개표상황을 소개하는 새로

운 시도로서, 진행자의 위치 이동에 많은 사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주 매

끄러운 방송을 할 수 있었다. <그림 36>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선보인 드림

스튜디오의 그래픽 메뉴들이다. 

5.3.2 Cycube

2002 대선 개표방송을 위한 Cycube 시스템은 2 세트를 그래픽센터에 설치

하여 운용하 으며(<그림 37> 참조), 그래픽 내용으로는 투표율(전국, 시도

별, 역대 대선 비교, 최근 선거 비교), 1,2위 예측 득표율, 1,2위 득표 현황, 

개표소별 후보자 득표 현황, 권역별 후보자 득표현황 등 10가지의 화면을 준

비하여 개표방송에 사용하 다(<그림 38> 참조).

<그림 37> 대통령선거용 Cycube 시스템



<그림 38> 대통령선거용 Cycube 그래픽 화면



5.3.3 VIVA

2002 대선 개표방송에서는 실시간 가상이미징 시스템인 VIVA를 사용하여 

첨단의 상을 선보 다. VIVA 시스템은 그래픽센터에 설치하고(<그림 39> 

참조) VIVA용 카메라는 TS-15 스튜디오 내에 설치하여 운용하 다. VIVA

는 6시 정각에 예측 득표율을 발표할 때, 두 후보의 입상 사진과 양 당사의 

중계 상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용되었고, 전체 후보의 예측 득표율과 개표 

상황에서의 실제 득표율을 스튜디오 내 공간에서 회전하는 가상이미징으로 

보여주었다(<그림 40> 참조). 

<그림 39> 그래픽센터에 설치된 VIVA 시스템

<그림 40> 대통령선거용 VIVA 가상이미징 화면



IV. 결론

2002년도에는 월드컵 축구경기, 아시안게임 등 큰 스포츠 행사와, 지방선

거, 대통령선거 등 3건의 선거개표방송, 대한민국 기술대전에의 출품 등 기

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행사에 관련되는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서 새로운 기술들을 시청자들에게 선보 다. 

월드컵 기간 중에 ETRI에서는 축구경기 실황을 입체 카메라로 촬상하여 

중계하는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차세대TV로서 주목받고 있는 

입체TV에 대해 KBS 기술연구소에서도 금년부터 본격연구를 시작하 다. 

입체TV 실험 및 연구의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 ‘HD급 양안식 입체카메라’를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저장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MUX/DeMUX 장비도 개발하 다. MPEG-4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부호화 

및 전송 신기술에 대한 기초 자료연구와 함께 입체음향의 기반기술을 조사 

연구하 고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 다.

실시간 가상이미징 시스템인 VIVA를 개발하여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에 활용하 고, 그래픽 삽입 및 상표제거 기술에 대한 산학공

동연구를 진행하여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다. 카메라 상으로 

획득하기 힘든 뉴스 사건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연하는 사건재연 시

스템은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상그래픽실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이관한 

후 사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하 다. ‘일요스페셜’, ‘취재파일 4321’ 등의 프로

그램에 사용하 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모델을 추가로 제작하 다. 주요한 

축구 경기의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연하는 VPlay는 월드컵 사전 분석 

프로그램 ‘비바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등의 축구 중계 등에 많이 사용

되었다. 경기 해설에 사용하는 비디오라이터 기능과 이미지 클립을 드래깅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는 VTouch를 개발하여 FA컵 축구에 사용하

으며 향후 계속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연구 개발된 시스템을 필요한 

방송 제작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새롭고 흥미로운 상을 시청자에게 제공

할 수 연구 개발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COEX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



술대전에 가상스크린 K-비전과 VPlay를 출품하여 전시장 관람객들에게 우

리의 개발품을 홍보하 다.

선거개표방송에서의 그래픽 제작도 3건의 선거를 치르면서 활발히 진행되

었고 성능도 개선되었다.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드림스튜디오 프로그램과 고화질 3차원 그래픽 효과장비 Cycube를 개발하

여 개표방송에 사용하 고, 8월 8일의 재보궐 선거에서 드림스튜디오를, 12

월 19일의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에서는 드림스튜디오, Cycube 외에 

가상이미징 시스템 VIVA를 추가로 활용하 다.

11월에 동경에서 열린 제39차 ABU 총회에서는 ABU 기술 Review지에 

실린 “방송에서의 가상캐릭터 애니메이션 시스템” 논문이 가상 방송환경에

서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대상을 수상하 으며 이로서 

KBS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이 논문은 VPlay 시스템과 사건재연 시스템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발표와 학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 다. 

디지털 방송기술 워크숍에서 방송콘텐츠 제작기술에 대해 발표하 고, 

VPlay와 VIVA 시스템을 방송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지에도 기

고하 다. 이들은 ABU 총회에서도 발표되어 아시아 방송사들에 소개됨으로

써 많은 관심을 끌었고, VIVA 시스템은 내년 초에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IWAIT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가상현실 방송활용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각종 가상현실 연구 결

과의 현업 활용을 금년으로 마무리짓고, 축적된 기술을 내년부터 착수하는 

IT기반 제작연구나 AV 기반기술 연구 등 관련 과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

다. 내년도의 입체TV 연구는 HD급 양안 입체카메라 1차 시제품 개발을 완

료함으로써 입체 촬상으로부터 디스플레이까지의 실험시스템을 구축하여 향

후의 입체TV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