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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KBS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4K UHDTV(Ultra-High Definition Television) 실험방송을 9일 시작하였다. UHDTV 방송기술은

차세대 방송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선진국들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KBS에서는 지상파 4사 UHDTV 추진 협약에 따라서

KBS관악산UHDTV실험국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4K-UHDTV 신호를 송출하고 있으며, KBS연구동 기술연구소에 수신점을 마련

하고 24시간 수신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방송 송수신 전송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본 후, 4K-UHDTV가 요구하는

최소 비트율 30Mbps을 만족하기 위한 최소 ToV(Threshold of Visibility) 값과 그 때의 전송 파라미터 구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서론

KBS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4K UHDTV (Ultra-High Definition 
Television) 실험방송을 2012년 10월 9일 시작하였다. UHDTV 방송기

술은 차세대 방송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선진국들간 주도권 경쟁이 치

열하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NHK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

해 오고 있으며, 올해 런던올림픽에서 올림픽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OBS), 영국 BBC 등과 공동으로 광케이블을 통한 8K UHDTV 방송을

시연했다. [1]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2년 4월 3일, 지상파방송사 단체인 한국

방송협회는 4사의 기술본부장이 모여 UHDTV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2항 '실험방송에 필요한 UHDTV 방송 시스템은

한국방송공사가 설치 운용한다.'는 근거에 따라, 7월 23일에는 KBS뉴
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에서는 유관 부서를 모아 ‘UHDTV 실험방송

추진 TF’를 구성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3일, KBS의 요

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UHDTV 실험국 개소를 승인하였고, 최근에

는 10월 8일 KBS는 UHDTV 실험국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약 6개월

여 만에 여러 유관 기관의 협조로 이루어 낸, 차세대 방송으로 우리나

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KBS에서 운용하고 있는 DVB-T2 기반 국내

최초 지상파 UHDTV 실험국 현황과 송수신 전송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정보 공유하고자 한다.

2. KBS관악산UHDTV실험국 송신시스템

UHDTV 송신시스템을 선정함에 있어, 4K UHD 콘텐츠는 2K HD에
비해서 화면 면적이 4배 증가함은 물론, 그에 따른 색영역

(Colorimetry, 色彩計) 또한 향상되어 최소 요구 비트율이 30Mbps에 이

른다. 따라서, 기존 20Mbps 가량을 전송하는 ATSC-8VSB 시스템으로

는 지상파 전송 실험이 불가능하여, 최신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송

표준인 DVB-T2 시스템을 실험방송에 사용하기로 선정하였다.
2.1. 무선국허가 및 준공검사

KBS는 UHDTV실험국에 대한 무선국 신청을 하여, 2012년 9월 1일
자로 아래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았다. [그림 1]은 관악산송신소의

송신시스템과 안테나를 나타낸 것이다.
- 무선국종별 및 명칭 : KBS관악산UHDTV실험국

- 목적 :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업무용

- 호출부호명칭 : 6N2GN
-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 6M00D7W
- 중심주파수 : 785.0000MHz
- 공중선전력 : 100W
- 공중선형식․구성 : 4 Dipole, 수평편파, 60/150/330°3기
            이득 : 6.03dBi
- 운용허용시간 : 00:00 ~ 24:00

[그림 1] KBS관악산UHDTV실험국

        (좌) 송신시스템 (우) 송신안테나 (1단 3면)

지난 2012년 10월 8일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부터 아래와 같

은 무선국 검사항목을 통과하여, 준공검사 합격허가를 받았다.
- 공중선 전력 : 상한 5%, 하한 5% 이내

- 점유주파수 대역폭 : 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대역폭이 6MHz 이하

- 주파수허용편차 : ±1 ppm 이내

- 스퓨리어스 발사 강도 : 60dBc 이하 또는 12m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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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송신 파라미터 설정

TS 입력 기준으로 30 Mbps 전송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송신 파라

미터를 설정하였으며, 주요 파라미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FFT size : 32K mode
- Guard interval : 1/128
- Pilot pattern : PP7
- Modulation : 256-QAM
- Rotation : On
- FEC : LDPC 64,800 block
- Time-interleaver Type : Single
- Time-interleaver Length : 3

위와 같은 공통 전송 파라미터 셋을 바탕으로 Inner code (LDPC) 
rate만 조절하여 최소 요구 비트율을 만족하도록 설정하는 실험방송

파라미터 셋을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송 실험을 위해서 KBS사내

망을 통해서 송신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파라미터 변경

을 수신점에서 적시에 변경 가능케 하였다.

[표 1] 실험방송 파라미터 셋과 그에 따른 유효 Data rate
Parameter 

Set Code rate 유효 Data rate [Mbps]
6 1/2 21.854090
5 3/5 26.261912
4 2/3 29.222227
3 3/4 32.873645
2 4/5 35.077556
1 5/6 36.568597

3. KBS연구동 기술연구소 수신점

3.1. 수신점 위치 및 현황

관악산송신소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분석하기 위한 수신점은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에 위치한 KBS연구동 기술연구소 옥

상으로 선정하였다. 관악산 송신소와 연구동 수신점까지의 직선거리는

10.59km 정도 된다. KBS연구동 기술연구소 옥상을 수신점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소 내부 실험을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LoS 
(Line-of-Sight) 환경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OFDM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LoS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DVB-T2에서 지원하는 전송파라미터 중에서도 최대의 bitrate 조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호구간(Guard interval)이 짧아 다중경로(Multipath) 
강인성이 떨어지고, 반송파 간격(Carrier spacing)이 약 209Hz 가량으

로 작기 때문이다. [2, Table 65/66] 따라서, 충분한 수신 전계강도 확보

와 이에 따른 충분한 SNR 확보가 성공 수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1)

1) 6MHz DVB-T2 Elementary Period = 7/48μs 적용

3.2. 수직․수평 지형프로파일을 통한 LoS 여부 분석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UHDTV 방송망 분석 예측 프로그램인

‘MIDAS' [3]를 통해서 수직 지형단면도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림 2]와
같이 Fresnel zone에 방해되는 건물이나 지형지물없이 LoS 조건을 만

족하는 것으로예측되었으며, 실제로도 [그림 3]과 같이 수신안테나에

서 관악산 송신소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탁 트인

LoS 환경은 아니고 두 고층 빌딩 틈으로 확보되는 LoS 환경이다.

   [그림 2] MIDAS를 이용한 관악산-연구동 간 수직 지형단면도

(상)

        

(하)
    [그림 3] (상)수신 안테나에서 바라본 수평 지형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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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신 전송 특성 실험 결과

4.1. 송수신 특성 분석

관악산실험국 송신소와 기술연구소 수신점의 신호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 공통적으로독일 Rohde&Schwarz 社의 ETL 장비를 사용하

였다.[4] 
우선 시변 채널 특성을 CIR (Channel Impulse Response) 로 관찰

해 본 결과,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는데, 가장큰반사파가 주 신호 대

비 -17dB 작고, Delay 역시 1μs 정도로매우 짧은 전형적인 LoS 환경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수신 Channel Impluse Response 특성

[그림 5](상)에 보이는 것처럼, 송신소에서의 특성은 45dB 가량의

C/N 값이 확보되었고, [그림 6](상)에 따르면 MER (Modulation Error 
Ratio) 값 역시 40dB를 상회하였다. 연구소에서도 최적 수신 상태를 구

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신점 공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그림 4](하)에
서와 같이 40dB 가량의 C/N이 확보되었고, [그림 5](하)와 같이 39.5dB 
가량의 MER을 획득할 수 있었다.

4.2. 전송용량에 따른 ToV
이 때의 ToV MER을측정한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실험은

수신 신호를 1dB 간격의 Step Attenuator로 점점줄여가면서측정하였

다. [표 2]에따르면, 4K-UHDTV의 최소요구전송용량 35Mbps를만족

하기 위해서는 24.5dB 내외의 MER 값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ATSC 8VSB 15dB 보다 약 9.5dB 높은 수신품질이 요구됨을 알수

있다. 

[표 2] ToV 전계강도와 MER
Parameter 

Set Level [dBm] ToV MER [dB]
4 -76.4 23.7
3 -74.4 24.3
2 -73.4 24.7
1 -72.4 25.1

5. 결론

UHDTV는 국내외 산업 발전의 파급력이 큰 기술로써, 이번 실험

국 구축을 통해서 전세계 지상파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6MHz 전송에

성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상파 방송 전송기술의 발전은, 실
험국 전파발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실험국

허가의 목적인 국내 기술 발전에 KBS가 기여할 수 있게된 점은 공영

방송사로써 정말 뜻 깊은 일이다.
본격적인 송수신 필드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동 옥상에

지상파 UHDTV 실험방송 전용의 수신점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개선된 수신환경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보다 다양한 DVB-T2 수
신기를 구매하여 비교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향후

UHDTV 자체 전송규격 연구개발을 위한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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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펙트럼 비교 (상) 송신 (하) 수신 [그림 5] 변조 성상도 비교 (상) 송신 (하)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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