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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UHDTV 방송

지상파 UHDTV 실험방송

□ 김병선, 경일수 / KBS 기술연구소

I. 서 론

을 전달함으로써 실감을 표현하는 방송서비스
이다.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

UHDTV는 현재의 DTV의 크기를 가로, 세로

료되고, HDTV(High Definition TV)라는 디지털

방향으로 각각 2배 또는 4배로 키운 텔레비전 규

방송서비스로의 완전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디

격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4배에서 16배의 크기가

지털방송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시청

되며, 이에 걸맞는 해상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로,

자들에게 HDTV는 더 이상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세로의 화소수도 각각 2배(4K-UHD, 3,840×

아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점점 더 HDTV 이후의

2,160) 또는 4배(8K-UHD, 7,680×4,320)로 증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방송환경

가시켜, 가정에서 70mm 영화 이상의 초고선명

과 방송시장도 차세대 방송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

비디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송기술이다. 시

고 있다.

청자의 시청 시야각 대부분을 화면이 차지하게 되

DTV 이후의 차세대 방송으로 3DTV와 UHDTV

면 그만큼 현장감과 사실감이 증가하게 되고 콘텐

(Ultra High Definition TV)가 주목 받고 있다.

츠에 몰입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 외 빠른 동작

3DTV는 두 눈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입체감을

을 보다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초당 120 프레

시청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실감을 느끼게 하는 방송

임의 순차주사방식(현재 60 프레임 비월주사), 각

서비스이며, UHDTV는 초고해상도의 대화면을 이

화소의 밝기와 색상을 보다 정밀하게 표현할 수

용하여 시청자에게 임장감(Sensation of Presence)

있는 12비트 할당(현재 8~10비트), 보다 현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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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최대 22.2채널의 음향(현재 5.1채널)을 제공

험방송의 세부적인 내용을 각 장별로 나누어 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비약적으로

아본다. 첫 번째로 UHDTV 영상 규격에 대해 살

방대해진 비디오/오디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서

펴보고, 두 번째로 UHDTV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스하기 위해 고효율 부호화, 영상처리, 영상편

획득, 편집, 후처리 과정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집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기술과 디스플레이까지

UHDTV 송출을 위하여 HEVC(High Efficiency

모든 분야의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

Video Coding) 코덱으로 부호화하는 방법과 이

다.

를 TS 스트림으로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UHDTV 기술개발은 DTV 시작 때와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DVB-T2라는 차세대 전송기술을 이

로 일본의 NHK가 SHV(Super Hi-Vision)이라

용한 지상파 UHDTV 전송시스템과 HEVC 디코

는 명칭으로 주도하고 있다. NHK는 1995년 차

더를 이용한 수신시스템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

세대 DTV 방송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시

한다.

작하여, 2000년 SHV 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착
수하였으며, 카메라, 디스플레이, 전송, 부호화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

II. 본론

다. 2002년 처음으로 대내외에 SHV를 공개하였
으며, 2006년부터 NAB와 IBC 등 국제 방송 전

1. UHDTV 영상 규격

시회에 연구개발 결과를 본격적으로 전시하기 시
작하였다. 2007년에는 H.264 인코더와 디코더

UHDTV 신호규격은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규격

16개를 병렬로 구성하고 SHV 영상을 부호화하

에 대하여 일부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AV부호화,

여 광케이블 전송 및 위성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매체별 전송규격 등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

실시간 중계하였으며, 2012년에는 영국 BBC와

나 일부는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면에서 UHDTV의

공동으로 런던올림픽을 8K UHDTV로 중계하였

기술개발이 활성화되는 현시점이 참여의 좋은 기회

다. NHK는 BBC 외에도 KBS, 이탈리아의 RAI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KBS와는 UHDTV 콘텐

UHDTV 비디오 신호 규격은 크게 4K-UHDTV

츠와 영상압축 실험 결과를 공유하는 협력을 하

(3,840×2,160)와 8K-UHDTV(7,680×4,320)로

고 있다.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표준으로는 ITU-R

국내에서는 KBS가 2012년 10월부터 지상파 66

BT.1769(LSDI 파라메타), BT.1201-1(비디오 해상

번 채널을 통하여 DVB-T2, HEVC(High Efficient

도), BT.1361(colorimetry), SMPTE 2036-1(비디

Video Coding) 등의 최신 전송 및 압축 기술을 활

오 신호), SMPTE 2036-2(오디오 신호)가 있다. <

용하여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을 진행하고

표 1>은 표준화된 UHDTV의 영상규격을 간략히

있다. <그림 1>은 KBS의 지상파 4K UHDTV 실험

요약한 것이며 <표 2>는 SMPTE 2036-3 표준에

방송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른 UHDTV 영상 비트량 및 10G-SDI 인터페이

본론에서는 KBS가 추진 중인 4K UHDTV 실

16 방송공학회지 17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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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상파 UHDTV 실험방송 흐름도

<표 1> 4K, 8K UHDTV 영상 규격

구분

UHDTV
4K

8K

3,840 × 2,160

7,680 × 4,320

HDTV

비고

관련표준

1,920 × 1,080

4K 4배, 8K 16배

ITU-R

60 Hz(60 progressive)

30Hz

2배

BT.1361

화소당 비트수

20 ∼ 36 bits

20 bits

1~1.5배

(colorimetry)

샘플링 형식

4:4:4, 4:2:2, 4:2:0

4:2:0

1~2배

가로 세로비

16:9

16:9

동일

SMPTE2036-1

오디오 채널수

10.1 ∼ 22.2

5.1

2∼4.4배

SMPTE2036-2

화소수
주사율

수평 시야각

55°

100°

30°

3.3배

시청거리

1.5H

0.75H

3H

H:화면높이

UHDTV 기술규격에서 보듯이 화소당 비트수, 샘

상도에 따른 비디오 화면의 크기를 표시한 것이다.

플링형식, 화면주사율은 다양한 값을 갖도록 하였

아직까지 주어진 방송환경과 장비로는 완벽한

다. 따라서 파라미터의 구성에 의한 데이터양은 최소

4K 영상과 오디오를 실험방송에 사용하기에는 한

4배에서 최대 16배까지 가변적이다. <그림 2>는 해

계가 있으므로, KBS의 실험방송은 6MHz 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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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상도에 따른 비디오 화면 크기
<표 2> SMPTE 2036-3 표준에 따른 UHDTV 영상 비트량 및 10G-SDI 인터페이스

Picture Size

Frame Rate

24/25/30
23.98/29.97
3,840 X 2,160

50/60/59.94

24/25/30
23.98/29.97
7,680 X 4,320

50/60/59.94

Sampling Structure Pixel Depth

System Number

bps

10G-SDI

4:2:0 or 4:2:2 YCbCr/10-bit

U1.1

4,976,640,000

4:4:4 RGB/10-bit

U1.2

7,464,960,000

4:4:4 RGB/12-bit

U1.3

8,957,952,000

4:4:4 YCbCr/10-bit

U1.4

7,464,960,000

4:2:0,4:2:2 or 4:4:4 YCbCr/12-bit

U1.5

8,957,952,000

4:2:0 or 4:2:2 YCbCr/10-bit

U1.6

9,953,280,000

4:2:0 or 4:2:2 YCbCr/12-bit

U1.7

11,943,936,000

Dual

4:4:4 RGB or YCbCr/10-bit

U1.8

14,929,920,000

Link

4:4:4 RGB or YCbCr/12-bit

U1.9

17,915,904,000

4:2:0 or 4:2:2 YCbCr/10-bit

U2.1

19,906,560,000

4:4:4 RGB/10-bit

U2.2

29,859,840,000

4:4:4 RGB/12-bit

U2.3

35,831,808,000

4:4:4 YCbCr/10-bit

U2.4

29,859,840,000

4:2:0,4:2:2 or 4:4:4 YCbCr/12-bit

U2.5

35,831,808,000

4:2:0 or 4:2:2 YCbCr/10-bit

U2.6

39,813,120,000

4:2:0 or 4:2:2 YCbCr/12-bit

U2.7

47,775,744,000

Octa

4:4:4 RGB or YCbCr/10-bit

U2.8

59,719,680,000

Link

4:4:4 RGB or YCbCr/12-bit

U2.9

71,663,616,000

Single
Link

Quad
Link

지상파 주파수에 4K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 3장

된 4K(3,840×2,160), 30p, YUV 4:2:0 영상과 스

에서 설명할 HEVC 코덱을 사용함으로 밑줄 표시

테레오/5.1채널 오디오로 이루어진 4K UHDTV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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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사용한다.

KBS에서도 현재 4대의 RED UHDTV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노’를 시작으로 ‘공주의 남자’,

2. UHDTV 콘텐츠 제작

‘각시탈’ 등 많은 드라마가 이 카메라로 촬영되었
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촬영 원본은

UHDTV 콘텐츠 제작은 4K UHDTV 영상 획득,

UHDTV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으나, DTV 방송을

저장, 편집 및 후처리 작업을 포함한다. 4K 영상의

위해 HD 영상으로 해상도를 변환하고 편집 및 색

획득을 위해서는 UHDTV 카메라가 필요하다. 현재

보정을 통해 기존 HDTV 포맷으로 방송된다. 따라

UHDTV 방송용 카메라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드

서 4K UHDTV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4K 영상

물며, 주로 영화제작을 위한 시네마용 카메라인

을 처리할 수 있는 편집장비와 색보정 장비를 별도

RED 카메라, 소니 F65 등이 시장에서 가용한 상태

로 마련하여 기존 HDTV 방송과는 별도의 작업을

이며, 뛰어난 색감, 얕은 심도, 고속 촬영의 편리함

이중으로 수행하여야 함으로써 방송사에게는 굉장

등의 이유로 이미 여러 HDTV 방송 드라마 제작에

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KBS 내에 사용 가능한

활용되고 있다.

4K 편집장비와 색보정 장비도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런 시네마용 UHDTV 카메라는 카메라 내에서

4K UHDTV 워크플로우를 확립하는 일은 새롭고

컬러와 영상처리가 모두 된 후에 실시간으로 저장

어려운 시도였다. RED UHDTV 카메라에서 획득

되는 기존의 방송용 HDTV 카메라와 달리, 아무런

된 UHDTV 영상은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편집되고,

처리가 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Raw data)를 메모리

F65 영상은 애플 MOV 파일 형태로 변환되어

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렇게 촬영된 영상

FCP(Final CutPro)에서 편집된다. 편집된 영상은

은 편집 및 색보정 등의 후처리 과정이 꼭 필요하

색감을 살리기 위해 색보정 장비인 GV사의 Pablo

다.

에서 후처리되어 MOV 파일 형태로 HEVC 압축을

<그림 3> 4K UHDTV 콘텐츠 제작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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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KBS 기술연구소에 전달된다.

츠는 MOV 형태로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MOV
파일에서 YUV 4:2:0 30p 영상 파일과 AC3 형태의

3. UHDTV 전송스트림 생성

오디오를 추출하고, 추출된 영상은 HEVC 코덱으
로 압축된다. 현재 실험방송에 사용되고 있는

HDTV 영상의 4배에서 16배까지 많아진 UHDTV

HEVC 인코더는 HM(HEVC Model) 6.0 버전의 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MPEG-2 압축 기

준 소프트웨어 인코더로서, 4K UHDTV 영상을 5

술에 비해 4배 이상의 압축 성능을 나타내는 차세

분 단위의 길이로 분할하여 Qp(Quantization

대 고효율 부호화 기술인 HEVC 압축 기술을 사용

parameter)=28로 인코딩하면 최종적으로 UHDTV

한다. HEVC는 H.264/AVC 이후의 차세대 고효율

ES(Elementary Stream) 스트림이 생성된다. 이렇

부호화 국제표준 기술로 제정 중인 표준기술로써,

게 생성된 ES 스트림과 AC3 오디오를 다중화하여

국제 표준화 단체인 ISO/IEC의 MPEG과 ITU-T의

방송용으로 사용 가능한 HEVC TS 스트림을 얻게

VCEG이 2010년부터 공동으로 JCT-VC라는 표준

된다. <표 3>은 코덱별 4K-UHDTV 전송 데이터

화 기구를 설립하고, H.264/AVC 대비 두 배 이상

량을 비교한 것이다.

의 압축 효율을 갖는 부호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HEVC는 향후 UHDTV의 유력한 부호화 기

4. UHDTV 전송시스템

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3년 초에 표준화가 완
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이번 실험방송을 위

KBS 기술연구소의 지상파 UHDTV 전송시스템

하여 국제표준화 중인 HEVC 코덱을 고속화하여

은 비디오 영상 전송위주로 유럽 지상파 디지털 방

실시간 인코더와 디코더를 개발하는 국책과제를

송표준인 DVB-T2 방식을 4K UHDTV 전송 목적

ETRI(전자통신연구원), (주)카이미디어와 공동으로

으로 재설계하여 전송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향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책과제의 결과물인 HEVC

MIMO 기술을 접목하여 전송성능을 개선할 예정이

실시간 디코더를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TV 실험

다. 또한, 차세대 DTV 방식중 하나인 ATSC 3.0과

방송에 적용하고 있다.

FOBTV(Future of Broadcasting TV) 방식의 기술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종 UHDTV 콘텐

도 고려해 나갈 것이다. DVB-T2 방식의 방송망은

<표 3> 코덱별 4K-UHDTV 전송 데이터량 비교

압축방식

4:4:4

4:2:2

4:2:0

MPEG-2(현재)

20HD(260Mbps)

15HD(195Mbps)

10HD(130Mbps)

H.264(MP4 AVC)

10HD(130Mbps)

7.5HD(98Mbps)

5HD(65Mbps)

HEVC

5HD(65Mbps)

3.75HD(49Mbps)

2.5HD(32.5Mbps)

※ 화소수 4K, 주사율 60p, 화소당 10bits로 고정
※ HD란 HDTV 전송비트율로 가정(현재 압축기술로 MPEG-2 HD를 13Mbps로 함)
※ 압축효율 가정 : HEVC = H.264 x 0.5 = MPEG-2 x 0.25
※ 현재 6MHz 대역 DVB-T2의 전송성능 : 41Mbps가 상한(CNR=22dB)
※ 주사율을 50p 또는 48p로 조정하면 4:2:2 및 4:4:4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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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반송파(OFDM)를 기반으로 SFN(Single

로 가정했을 때, 약 3배의 데이터율이며 DVB-T2

Frequency Network)을 고려하여 현재의 DMB 방

방식에서 CNR=22dB를 가정할 때의 데이터율 상

송망과 유사하게 설계될 것이다.

한인 41Mbps 이내로 전송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DVB-T2는 DVB-T에 비해 LDPC(Low Density

HEVC와 H.264 및 MPEG-2의 압축효율은 대략

Parity Check Code)와 BCH(Bose, Chaudhri,

HEVC = H.264×0.5 = MPEG-2×0.25로 가정하

Hocquenghem) 채널부호화를 적용하고 256QAM

여 산출할 수 있다. 전송파라미터에서 60p의 주사

변조, rotated constellation 기술을 채택하였으며,

선을 50p나 48p로 낮추면 4:2:2이나 4:4:4의 압축

전송채널을 예측하고 동기를 맞추기 위한 파일럿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DVB-T2의 전송성능을

신호의 양을 유연하게 해 줌으로써 전송용량과 전

6MHz 대역으로 환산하여 CNR 대비 각 방식별로

송효율을 높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4K 또는 8K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UHDTV 전송목적에 맞게 최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

KBS 기술연구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니다. DVB-T와 T2의 전송규격은 <표 4>와 같다.

UHDTV 실험방송 허가를 받은 주파수는 Ch66번으

4K UHDTV 전송을 위한 기본적인 전송파라미터

로 중심주파수는 785MHz이며 100W로 송출하고

는 6MHz 대역폭, 화소수 4K, 주사율 60p, 화소당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HEVC로 부호화된

20 bits, 컬러구성 4:2:0를 기반으로 하여 최신의

MPEG-2 TS 파일은 TS 플레이어를 통해 송출되

HEVC 압축방식을 적용했을 때 약 32.5Mbps의 데

고 KBS에서 마이크로웨이브로 관악산송신소로 전

이터량이 소요된다. 이는 MPEG-2 HD를 13Mbps

송된다. 관악산송신소에서는 DVB-T2 송신기로

<표 4> DVB-T와 DVB-T2의 전송규격 비교 (출처 : www.dvb.org)

구분

DVB-T

DVB-T2

오류정정부호

Convolutional Coding &
Reed Solomon Code

LDPC & BCH
1/2, 3/5, 2/3, 3/4, 4/5, 5/6

부호화율

1/2, 2/3, 3/4, 5/6, 7/8

인터리빙

비트/주파수

비트/셀/시간/주파수

변조방식

QPSK, 16QAM, 64QAM

QPSK, 16QAM, 64QAM, 256QAM

보호구간

1/32, 1/16, 1/8, 1/4

1/128, 1/32, 1/16, 19/256,
1/8, 19/128, 1/4

FFT 크기

2K, 8K

1K, 2K, 4K, 8K, 16K, 32K

Scattered pilots

8% of total

1%, 2%, 4%, 8% of total

Continual pilots

2.6% of total

0.35% of total

<표 5> 방식별 전송성능

Gaussian Noise

DVB-T2

DVB-T

ISDB-T

CNR = 20dB

35Mbps

21.8Mbps

18.8Mbps

CNR = 22dB

41Mbps

23Mbps

23Mbps

ATSC
19.39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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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채널을 통해 100W 출력으로 전파를 발사한

서 UHD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디코딩하는 HEVC

다. 전송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FEC의 4/5에

디코더는 KBS, ETRI, (주)카이미디어가 공동으로

256QAM을 사용하며 다양한 파라미터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책과제의 결과물

실험할 예정이다.

로써, HEVC로 인코딩된 4K(3,840×2,160), 30p
영상을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디코딩하

5. UHDTV 수신시스템

여 하나의 HDMI 1.4×1 또는 DVI×4개 출력으로
UHDTV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였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관악산 송신소에서 100W

으며,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TV 실험방송에 적

의 송신전력에 채널 66번으로 발사된 전파는 line

용하였다. 이번에 적용된 HEVC 실시간 디코더는

of sight가 보장된 KBS 기술연구소 옥상에 설치된

HM6.0을 기반으로 병렬처리와 고속화된 알고리듬

수신안테나로 수신된다. 수신된 신호는 DVB-T2

을 구 현 하 여 개 발 되 었 으 며 , 2013년 HEVC

디모듈레이터 장비를 거쳐 MPEG-2 TS 스트림으

IS(International Standard)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

로 복원되고, TS 스트림은 ASI(Asynchronous

으로 4K, 60p를 지원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

Serial Interface)로 4K UHDTV 실시간 디코딩 시

하여 2013년 실험방송에 적용할 예정이다.

스템으로 전달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수신신호의 스펙트럼, 변

UHDTV 수신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은 HEVC

조, SNR 등 RF 신호분석을 위한 RF 신호분석기

실시간 디코더의 개발이다. 이번 실험방송을 위해

와 TS의 분석도 함께 수행되도록 수신시스템을 구

<그림 4> HEVC 실시간 SW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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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극적으로 UHDTV에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UHDTV의 선두국인 일본은 NHK가 중심이 되어
8K UHDTV 방송을 위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III. 결 론

하지만 4K로 UHDTV를 방송하고자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즉, 유럽

차세대 방송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감방송은

과 일본 등의 선진국이 위성을 이용한 8K UHDTV

3DTV와 UHDTV가 두 축이다. 두 서비스 모두 시

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DTV 전환을 앞두고, 주파

청자들에게 현장감(Sensation of Presence)과 실재

수의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초기

감(Sensation of Realness)을 서비스하는 목적은

부터 실현가능한 4K 지상파 UHDTV를 목표로 하

같지만 접근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3DTV는

고 지상파 실험방송을 추진하여 초대형 평판디스플

두 시점 이상의 영상을 이용하여 입체감 있는 영상

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초고화질 실감방송 K-Pop

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UHDTV는

과 같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HDTV와 마찬가지로 한 시점의 영상을 더욱 큰 화

한다.

면에서 보다 선명한 콘텐츠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면, 2013년 4K UHDTV

고 있다. 이 두 가지 실감방송 중에서 3DTV는 콘텐

실험방송, 2017년 3D-UHDTV 실험방송을 계획하

츠 제작이 어렵고, 시청자의 안전을 위한 휴먼팩터

고 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이제 막 4K

를 고려해야 하며, 무안경 3DTV는 기술적 완성도

UHDTV 디스플레이가 출시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부족과 해상도 부족의 문제가 있다. 반면 UHDTV

가정에서 4K 디지털 영화 등에 활용될 것이며, 중

는 현실적으로 현장감과 실재감이 우수하고 기술발

장기적으로는 4K, 8K UHDTV 방송으로 이어질 것

전만으로 가능한 서비스이며 방송제작비용이 상대

이다. KBS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국가정책에

적으로 저렴하여 방송사가 더 선호하고 있으며,

맞는 차세대방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ASO로 인한 주파수 재배치 시 방송주파수의 활용

지상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K UHDTV 실험방

면에서도 유리하다.

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공영방송사들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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