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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기술의 발전
n

현재까지의 TV 방송
n

지금까지의 TV 방송은 통신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아날로그 신호를
송신자가 일방적으로 많은 수신자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아날로그, 단
방향(simplex), 일대다자(one to many)간 통신에 속한다.
n

n

프로그램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신호를 전송하면 다수의 시청자가 이
를 동시에 받아보기만 하는 방식 .

멀티미디어 방송
n

일대다자간 통신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멀티미디어를 수용하면서 수
신자의 개개인의 정보요청에 응답하는 디지털 양방향통신의 형태.
n

Ex) TV의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배우의 경력이나 이전에 출연했던 장면
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송신자에게 보내면 송신자는 방송중인 내용에 요
청한 내용을 별도로 첨가하여 제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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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멀티미디어 방송(계속)
n

이와 같은 형태의 방송이 가능 하려면 수신자의 요청이 송신자에게 전달
될 수 있는 경로를 필요로 하며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불가능.이를 충족하
는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방송과 케이블방송(CATV)이다.

n

최근에는 위성방송 및 공중파방송을 포함하는 디지털 TV가 등장하면서
세톱박스나 전용전화선을 통해 수신자의 요구를 송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구현되어 디지털 TV도 멀티미디어 방송이 가능.

n

멀티미디어 방송은 인터넷방송, CATV, 위성방송 및 디지털 TV로 구분.
방송은 기본적으로 통신의 범주에 속하며 공중파나 위성방송은 특별한
주파수대역을 할당 받아 방송정보를 전송.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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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날로그 TV 방송
n

n

아날로그 방송은 음성과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이 기본이며 문자의
경우는 영상에 삽입하여 영상정보로 전송.
방송신호의 전송기법
n
n
n

미국과 한국 중심의 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독일과 서유럽을 위주로 하는 PAL (Phase Alternation by Line).
프랑스와 동유럽을 위주로 하는 SECAM (Sequential Color with
Memory) 방식으로 표준화.

아날로그 TV 전송방식의 특성 비교
5

TV 방송의 전송방식
n

각 방식의 주된 특징은 초당 전송되는 화면(frame)의 수와 하
나의 화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선의 수, 수직, 수평 주
파수, 영상신호의 대역폭, 그리고 음성신호의 변조방식 및 반송
파의 주파수 등이다.

n

초당 전송되는 화면의 수는 연속되는 동영상으로 보이기 위해
1초당 이어지는 정지영상의 수를 말하며, 주사선의 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화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줄의 수.

그림 1. NTSC방식에서 한 화면을 구성하는 주사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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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TSC 방식인 경우 초당 30화면에, 화면당 525개의 주사선을 전송하
려면 1개의 주사선을 전송하는 주기는 1/(30x525)초가 되고 이의 역
수가 수직동기 주파수(15.743kHz)가 된다.

n

영상대역폭은 영상신호를 전송할 때 신호를 손실 없이 전송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주파수의 폭을 의미하며 음성신호는 이와 별도의 대역
폭을 필요로 한다.

n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NTSC 보다는 PAL이 사용하는 주사선의
수가 많으므로 더 많은 영상대역폭을 사용하며 음성신호의 전송에도
약간의 다른 대역폭을 사용.

n

영상신호는 디지털 영상센서(CCD 혹은 CMOS형)를 갖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상이 영상센서에 맺히면 밝기와 색상에 따라 센
서의 화소값이 결정되고 카메라의 출력은 전송방식의 특성에 따라 수
평과 수직 동기신호의 주파수를 조정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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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세 가지 표준 전송방식은 주사선을 생성할 때 그림 1에서와 같이 홀
수열 영상과 짝수열 영상 2개를 결합하는 2:1 비월주사(interlacing)
방법을 사용.
n

하나의 영상을 처음에는 홀수열 만 선택하고 다음에는 짝수열만 선택하
여 반쪽 짜리 영상 두 개를 만든 후 이들을 결합하는 방식.

n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개의 화면을 구성하는 525개의 주사선을 한꺼번
에 전송하면 신호량이 많아서 주파수 대역을 많이 차지하게 되므로 반절
씩 나누어 두 번에 보내면 주파수 폭을 그 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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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영상센서에서 읽어낸 화소값은 줄과 화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그림과
같이 주사선 사이사이에 수평동기 신호를 삽입하고 화면과 화면 사이에
수직동기 신호를 삽입하여 전송.
n

영상의 화질은 수평동기 신호사이의 신호, 즉 한 줄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얼
마나 많은 화소를 갖는 영상센서를 사용하는 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림 2 NTSC 전송방법의 동기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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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 그림 (a)와 같은 영상이 있을 때 영상센서가 한 줄당 m개의 화소를
갖는다고 하자. 이 경우 그림 (b)는 m=10, 50, 100일 경우 수평동기 사
이에 들어가는 신호의 형태를 보여준다.

n

그림은 m값이 클 수록 화면의 정밀도가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전송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상을 만드는 카메라의 영상센
서의 화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질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 동일한 영상에서 m이 10, 50, 100인 경우의 생성되는 신호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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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칼라영상의 경우 영상센서가 빨강(Red), 녹색(Green), 파랑(Blue)의
RGB 3색에 각각 반응하는 3종류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가지
색상을 전송하기 쉽게 밝기(luminance)와 색차(chrominance)로 변환
하여 사용.

표준화된 전송방식에서 색상의 표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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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TV 방송
n

공중파를 이용한 멀티미디어방송을 디지털 TV 방송이라 한다.

n

디지털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의 내용이 모두 디지털신호로 표
현되기 때문에 압축이 가능하며 영상과 음성, 문자 신호뿐 아니라 데
이터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n

n

따라서 TV 수상기의 셋톱박스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인터넷이
나 전용전화선을 이용하여 방송국에 데이터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 신호의 가장 큰 장점인 잡음에 영향을 덜 받고 압축이 가능하
다는 점을 활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보다 화질이 4배정도 우수
하며 압축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 1개 채널이 차지하
는 대역폭에 4개에서 10개까지의 채널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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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디지털 TV는 언급한 바와 같이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동시에 송신하
고 수신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림 4 디지털 TV의 송신부와 수신부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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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디지털 TV의 전송방식은 아날로그 TV의 전송방식처럼 지역과 국가
에 따라 각각 다른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
현재 표준화된 방식은 3가지로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TV 방송의 표준화방식들의 특성비교
14

TV 방송의 전송방식
n

방송형태
n
n

n

n

화면의 구성방법을 의미하며 HDTV와 SDTV 방식으로 구분.
HDTV의 화면은 1920x1080 혹은 1280x720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SDTV는 704x480 혹은 640x480의 두 가지로 구분.
HDTV는 1920x1080의 경우 초당 30화면을 전송하고 1280x720의
경우는 60화면을 전송하여 두 방식 모두 초당 1.485Gbit의 데이터
를 전송.

화면의 비율
n

일반적으로 16:9를 기준으로 하며 SDTV의 640x480 화면은 현재의
아날로그 TV 화면 비율과 같은 4:3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TV 수상기
를 고려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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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변조방식 - 표준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주어진 대역폭에 얼마나 많은 정보
를 보내느냐, 즉 전송속도를 높일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결정.
n

ATSC의 8-VSB(Vestigial-SideBand) 변조방식
n 장점 - 송수신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면서 저주파신호대역의 특성을 개선
n 단점 - 화면이 겹치는 고스트(ghost, 잔상) 현상 발생.

n

DVB-T와 ISDB-T 방식의 기본인 OFDM(O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y)
변조방식
n 장점 - 반송주파수를 한 개가 아니라 서로 직교하는(간섭이 없는) 복수 개를
사용하여 고스트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류를 쉽게 정정.
n 단점 - 송수신 시스템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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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위성방송
n

위성방송은 송신자가 방송정보를 인공위성에 발사하고 인공위성이
수신자에게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중파방송이 접근하
기 어려운 지역에 전파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용.
n

n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방식은 공중파를 이용하는 디지털 TV 방송과 개
념적으로는 같으며 단지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이 다르다.

인공위성은 적도상공 36,000km 지점에 정지되어 있으며 인공위성에
서 좁은 빔폭을 갖는 수신자의 안테나에 직접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의 경우처럼 송신신호가 건물이나 산 등에서 반사되어 들
어와서 만드는 고스트현상(화면이 겹치는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
n

위성방송을 수신하려면 접시형(Parabola) 안테나와 LNB(저잡음 주파수
컨버터), 그리고 위성방송수신기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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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위성방송을 위해 송신자가 위성에 전파를 발사하는 것을 up-link라하며
위성에서 수신자의 안테나에 전파를 발사하는 것은 down-link라 한다.
n
n

n

n

두 경우 각각 다른 주파수대역을 사용.
우리나라의 위성방송은 up-link를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14.5∼14.8GHz
down-link를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11.7∼12.0Ghz를 사용하며 채널당
27MHz의 대역폭을 할당하여 6개의 방송채널을 제공.

송신부에서 영상신호는 MPEG2로, 음성신호는 MPEG1으로 압축하고
데이터는 압축 없이 패킷으로만 변환하여 QPSK 방식으로 변조한 후 전
송.
수신부에서는 11.7∼12.0Ghz 수신신호대역을 950∼ 1250Mhz 대역으
로 변환한 다음 QPSK로 복조 하면 방송신호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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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TV 방송
n

n

n

n

CATV는 방송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근본
적으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
기존의 CATV는 나라마다 다른 주파수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5.75Mhz에서 456Mhz 대역을 다음의 표 4와 같이 7개 대
역으로 나누어 이중 6개를 TV방송에 사용.
하나의 방송채널이 사용하는 대역폭은 6Mhz로 80여 개의 방송을 수
용.
채널당 사용되는 6Mhz에서 공중파와 마찬가지로 영상이 VSB로 변조
되어 아래쪽의 5.45Mhz를 차지하고 음성신호는 FM으로 변조되어 위
쪽의 나머지 대역을 차지 한다.

CATV의 주파수 대역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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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양방향 CATV에서는 주파수대역을
하행회선과 상행회선으로 구분.

n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영역을 하행회선이라
하고 수신자가 방송국에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역
을 상행회선이라 한다.

n

상행회선은 5.75∼35.75Mhz의 SUB LOW대역을 할당하고 하
행회선은 MID 대역의 120∼456Mhz를 할당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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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방송
n

n

n

인터넷방송은 인터넷에서 송신자의 멀티미디어 전송능력을 확장하여
수신자들이 동시에 송신자와 접속하여 멀티미디어 정보를 실시간에
전송 받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
송신자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는 이미 제작된 것과 운동경기처
럼 현재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구분.
두 가지 형태의 정보 모두는 스트리밍 서버(streaming server)를 통
해 접속한 수신자에게 제공.

인터넷방송 운용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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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인터넷 방송을 위한 컨텐츠의 제작과정은 일반 방송과 유사하다. 하지만
컨텐츠 제작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n

첫 번째 -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전송능력이다. 아래 표와 같이
네트워크의 전송능력은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전송능력범위 내에
서 전송 가능한 컨텐츠만 실시간 재생이 가능.

네트워크 종류별 전송속도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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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두 번째 - 인터넷을 통한 방송의 수신자는 컴퓨터 모니터를 수신기로 사
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표준화된 영상의 크기는 아래의 표와 같다.

n

네트워크의 전송속도가 놀랍게 빨라지고 있지만 멀티미디어의 콘텐츠
용량도는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날로 커지고 있어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는 압축률이 높은 압축기법들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표준화된 영상의 크기 및 정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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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콘텐츠가 제작되면 인터넷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리밍 서버의
성능이다. 기존의 웹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동영상 전체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생해야 하므로 방송용으로는 부적절.
n

웹서버의 파일시스템 내에 멀티미디어 파일인 미디어 클립인 .rm(리얼미
디어) 또는 .asf(윈도우즈미디어)을 직접 링크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
다.

n

이에 반해서 스트리밍이란 동영상 파일 전체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
리지 않고 일정량의 데이터만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며 나머지 데이터들
은 실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의미하며 수 십분 크기의
동영상의 경우 파일전체를 수신한 후 재생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송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스트리밍 서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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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트리밍 서버는 미디어클립을 일정한 크기로 쪼개어 분할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인터넷방송에서는 모뎀사용자를 위
해 28.8 혹은 56Kbps 크기의 클립과 100Kbps이상 전용회선
사용자를 위해 100Kbps 혹은 300Kbps 크기의 클립을 구분
하여 제공 한다.

n

스트리밍 서버에는 많은 사람들이 Media Player나 Real Play
와 같은 수신자용 스트리밍 도구를 통해 동시에 접속하여 동
영상 파일을 가져가고 접속자가 각기 다른 데이터를 추가적
으로 불규칙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서버의 전송대역폭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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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의 디지털 TV 방송
n

디지털방송이란 프로그램 제작 ·전송 ·수신 등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
하여 신호의 손상이나 잡음 등이 없는 방송으로 기존의 아날로그방송보
다 화질이 4배이상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전송할 수 있는 정보용량이 확
대되어 각종 데이터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방송을 의미.

n

디지털방송은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내용(컨텐츠)을 시청자가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원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
는 것으로 생활패턴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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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디지털 TV에서는 인터넷 검색은 물론 홈쇼핑·홈뱅킹 등 다양한 양방향 부
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지금까지 컴퓨터의 사용이 어려웠던 노인계층까지
인터넷의 사용이 자유로워져서 모든 사회계층의 정보화가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

디지털 방송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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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디지털 TV와 인터넷은 아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다른 성격을 갖는다.

n

디지털 TV방송의 시작은 기존의 아날로그TV를 전부 디지털TV로 대체함
에 따라 우선 디지털 방송용 수상기 및 송신기의 대규모 신규 수요가 창
출되고 프로그램 공급량 증가로 전자산업 및 영상산업이 활성화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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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디지털TV 도입은 자연스럽게 양방향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등 S/W시
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며 디지털 VCR, 캠코더, DVD 등 관련 산업이 발달
하고 각종 디스플레이 기기산업과 반도체산업에도 상당한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n

디지털 방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에 미국의 ATSC 방식으로 방
송을 시작하였다. ATSC 방송방식은 결정과정에서 영상이 겹쳐서 나타나
는 '고스트' 현상이 현저하게 적고 이동수신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유럽의
DVB 방식과 상당한 경합이 있었지만 PC와 호환성이 높고 국내 아날로그
방송 채널과 주파수대역(6Mhz)이 동일해 국내 적용이 용이한 방식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채택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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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방송 제작
n

기술 기존의 방송기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화질을
보전하면서도 다양한 매체에 쉽게 응용할 수 있는 편집기술이 요구.

n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넌리니어(nonlinear) 편집시스템으로
원영상을 테이프대신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편집하므로 임의의
위치에 한번에 이동이 가능하고 미디어자체를 수정하지 않고도 편집
결과를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n

편집기가 하드웨어가 아닌 PC기반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편집기
술의 발전을 쉽게 수용하여 개선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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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넌리니어 편집기의 특성
n

붙이기, 자르기, 끼워 넣기가 하나의 버튼으로 해결.

n

와이프, 디졸브 등의 범용 2차원 효과뿐 아니라 PIP(picture in
picture)기능이나 렌더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 3차원 효과의 지원.

n

문자의 자유로운 조작이 가능.

n

네트워크기반의 통합제작시스템 구축 가능.
n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원격접속이 가
능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멀
티미디어 파일 형식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초고속 네트워크
와의 접속기법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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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합제작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
1. 정보전송의 실시간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고속성.
2. 전송속도의 저하 없이 접속단말기의 수를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3. 단말기마다 요구하는 데이터의 량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역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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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TV 수신기술
n

디지털방송은 자막 및 데이터방송, 프로그램 안내정보, 시청제한 정
보 등을 제공하며 영상과 음향이 압축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이들을
실시간에 복호화하고 제어기능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능
의 컴퓨터를 필요.

n

디지털 TV의 수신기는 하나의 컴퓨터로 볼 수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로 구분.

n

하드웨어는 신호를 수신하는 부분과 모니터에 보여주는 부분이 주축
이 되며 소프트웨어는 암호화된 수신신호를 영상과 음성, 그리고 데
이터로 복호화하는 부분이 주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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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및 실감 TV
n

기존의 TV 방송은 선명한 화면과 부가 서비스의 제공에 관심을 가지
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2차원 평면상에서 표현하는 제약조건을 가
지고 있다.

n

2차원 평면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동감 있고 현실감을 느끼는 영상의
구현을 위해 연구되는 것이 3차원(3D) 및 실감 TV이다.

n

3D TV는 영상을 3차원으로 되살려서 원근감을 표현함으로써 현장감
을 극대화하는 기법이고 실감 TV는 영상과 음성뿐 아니라 컨텐츠를
생성하는 현장의 분위기, 즉 냄새, 맛, 촉감 등과 함께 심부감각이나
평형감각을 함께 부호화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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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및 실감 TV
n
n

3D TV의 경우 현재까지는 입체영상 감상용 안경을 착용하거나 정해
진 장소에다 눈을 고정시켜야만 3차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눈이 쉽게 피로하고 공간이 빙빙도는 느낌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감상용 안경
을 쓰지 않고도 다수의 시청자가 어느 방향에서나 감상할 수 있는 수
상기가 제작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컨텐츠의 제작기법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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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현재 연구되는 차세대 3차원 TV의 제작기술
n

양안시차(Stereoscopic) 방식
n

가장 현실화된 기술로 사람의 눈이 3차원을 구분하는 이유가 두 눈
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영상을 획득하고 획득한 두 영상에서의 차
이를 이용하여 거리정보를 얻어낸다는 점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구
현한 방법으로 TV 수상기에 2개의 화면, 즉 좌우 눈이 보는 것과 같
은 차이를 갖는 화면을 만들어 보여주는 방법.

n

쉽게 구현되지만 유효시야가 좁아 다수의 시청이 불가능하며 시각
적인 피로감이 커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n

복합시차지각(Autostereoscopic) 방식
n

이 방법은 양안시차 방법에 초점보상방식을 추가하고,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시차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수의 시차영상을 보여주는
다안방식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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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실시간 홀로그래피(Holography) 방식
n

홀로그래피는 기준이 되는 레이저광과 물체를 통과 또는 반
사한 레이저광을 공간적으로 간섭시켜서 발생하는 간섭무늬
를 감광재료에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술.

n

이 기술은 오랜 연구에 의해 일부 다른 목적으로는 실용화되
어 있는 것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홀로그램 영상신호의 계산
과 관련된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TV에서는 20cm 정도
의 3차원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LCD 등과 같
은 TV용 수신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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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방송 관련 SW
n

양방향 서비스와 부가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
n

예를 들어 디지털 방송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의 특정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메타데이터를 첨부하면 가능해진다.

n

메타데이터란 컨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가데이터로, 기존 채
널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안내정보를 포함하여 컨텐츠
의 부분별 특징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원하는 부분의 검색이 가능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n 메타데이터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검색, 저장, 관리 등을
세부단위(비디오 클립, 프레임, 객체 등)까지 활용이 가능하
도록 정리하여 놓은 보조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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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컨텐츠의 보호를 위해서는 컨텐츠의 제작자와 제공자, 서비스의 제공
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약속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컨텐츠를 등록하고 ID를 발급하는 기관, 인증하는 기관과 불법사용을
감시하는 기관 등이 협력해야 한다.

n

현재 개발된 기술
n
n

n

n

컨텐츠의 헤더(header)에 저장물의 인증서를 삽입하는 레이블링 방법.
컨텐츠 안에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숨기는 워터마킹(water marking) 방
법.
워터마킹은 영상이나 음성에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신호를 삽입하는 방
법을 말한다.

이 두 방법은 컨텐츠가 자격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사용하는지를 자동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의해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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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