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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UHDTV 방송

UHD-TV용 디지털 카메라 기술 개발
동향
□ 서경열 / ㈜뷰웍스

Ⅰ. 서 론
일본을 중심으로 2020년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
는 차세대 방송시템인 UHD(Ultra High Definition)

Ⅱ. UHD 카메라의 요구조건 및 과제
UHD 카메라 시스템의 요구 조건은 크게 아래의
3가지 조건이다.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입체영상과
고정세 고감도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UHD 방송시스템은 수평시야각 100도의 광
시야각과 3차원음향에 의한 음장감과 몰입감을
목표로 한 시스템으로 100도 시야각에서도 화소
구조를 구분할 수 없는 7,680×4,320라인의 초
고해상도 영상 포맷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시

1) R, G, B 각 색에서 3,300만 화소의 해상도를
달성할 것.
2) 감도, S/N이 실외 촬영 조건에서 촬영이 가능
할것
3) 실외 촬영이 가능한 가동성, 운용성을 확보한
무게 및 크기로 제작할 것

스템 파라메타는 ITU-R 및 SMPTE에 이미 표
준화가 되어 있다.

첫 번째 요건인 해상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

본 원고에서는 UHD 카메라에 요구 되는 조건 및

선 촬상 소자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3,300만 화소,

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의 기

60fps로 동작하는 동영상 촬상 소자를 만들어야 하

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나, 지금까지 상용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시제작시
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사양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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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다만, 이 세가지 요건은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이

고해상도화를 위해서는 화소 사이즈를 작게 할

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에 따라 영상을 결상하는 광

절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감도

학계에 요구되는 해상도 특성이 엄격해진다. 또 렌

및 S/N을 높이기 위해서는 픽셀 크기를 확대시켜

즈 조리개에 의한 회절에 의하여 MTF(Modulation

야 하나, 이 경우에는 광학계의 성능확보 및 경량

Transfer Function)가 낮아지는 문제를 무시 못하

화에 어려움을 격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량화를

기 때문에 화소 사이즈를 어느 정도 크게 할 필요가

위해서 픽셀 크기를 축소하게 되면 감도, S/N확보

있다. 또 해상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배율 색수차의

가 어려우며, 광학계의 회절 한계로 인한 MTF저

영향도 있다. 고해상도화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시

하로 인하여 화질이 열화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스템보다 많이 색수차가 발생하므로 이것을 억제하
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인 감도, S/N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따라서, 실 환경에서 허용 가능한 영상 화질을 정
의한 후 최대한 작은 픽셀 구조를 채택하여 경량화
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서는 촬상 소자의 포화 전하량을 크게 하고 랜덤 노
이즈를 충분히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신 공정의 도입 및 적절한 픽셀 크기가 보장되

Ⅲ. 카메라 개발 현황(NHK)

어야 한다. 또한, 광학상을 광전 변환시키는 촬상
소자는 극미량의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기 때문에

NHK에서는 주사선수 4000TV본을 넘는 고해상

주변 노이즈에 대한 충분한 내성을 갖추도록 설계

도 UHD 카메라를 1998년부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

되어야 한다. 또한, 광학계도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

다. 이 UHD 카메라의 개발은 촬상 소자와 카메라

도록 높은 f#로 설계 되어야 한다.

의 크게 2 아이템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다.

세번째 요건인 실외에서의 촬영을 위해서는 기

촬상 소자의 개발이력은 <표 1>과 같다.

록장치, 영상 모니터등을 포함한 촬영시스템 전체

초기 개발 시에는 당시 기술수준에 맞추어 CCD

를 생각하면, 중계차와 카메라를 케이블로 연결하

(Charge Coupled Device)기술을 이용하여 8.3M

는 방식이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기동성을

촬상소자를 개발하였다. CCD 촬상소자의 단점 중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헤드 및 렌즈를 소형 경

에 하나인 고속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종 사양

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 케이블을 통하여 전

인 33M 촬상소자를 개발하지 못하고 중간 단계로

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소비전력의 억제가 요구된

8.3M 촬상소자를 개발 진행하였다. 그 후 2002년

다. 또한, 카메라와 중계차간의 인터페이스는 종래

에 CMOS 촬상소자의 기술향상에 맞추어 고속화에

의 중계차와 동일한 형태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확

좀더 유리한 CMOS 방식의 촬상소자를 개발하였으

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HD방송용으로 사용

며 2006년에 이르러 최종 목표에 맞는 33M CMOS

되고 있는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사용하여 UHD영

촬상소자를 개발하였다. 2011년에는 고속촬영의 요

상이 전송 가능하다면 운용성 및 경제성 확보에 유

구에 맞추어 내부의 A/D변환부의 개선 LVDS 인터

리하다.

페이스의 개선을 도모하여 기존60fps에서 120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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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능이 향상된 33M CMOS 촬상소자를 개발 완

로 한 UHD 시스템 본래의 해상도에는 도달하지 못

료하였다.

하였다.

향후 NHK에서는 카메라의 헤드 및 렌즈의 경량

2008년에 처음으로 UHD시스템 본래의 해상도

화를 위하여 현재 촬상소자의 크기를 2.5”(Cell size

에 도달한 3CMOS 33M 카메라를 개발하였으며,

3.8um)에서 1.25”(Cell size 2.7um)로 줄이는 개발

2012년에는 단판식 컬러 촬상소자를 사용한 컴팩트

을 2015년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카메라 헤드를 완성하였으며, 기존 제품대비 1/10

카메라에 있어서는 2000년경부터 주사선 4000TV

의 무게를 실현하여 휴대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본급의 카메라 시스템으로써 개발이 진행되었다.

1. DG(Double Green) 촬상 방식 카메라

개발 당시, UHD영상 포맷에 상당하는 3,300만화
소의 동영상 촬상 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기술
로 제작이 가능했던 830만 화소의 촬상 소자를 개

DG촬상 방식 카메라는 UHD영상을 구현하기 위

발하여, 이것을 Green에 2매, Red에 1매, Blue에 1

한 3300만 화소 센서기술이 없었던 시기에 당시 기

매씩을 이용하여 Dual Green(DG)촬상 방식으로

술로 개발이 가능했던 830만 화소 센서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제작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1.25인치

주사선수 4000TV본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안되었

의 CMOS 촬상소자를 4배 사용하여 경량의 카메라

다.

헤드 제작에 성공하였다. DG촬상 방식은 4매의 촬

이 방식으로 2001년, 2003년에 각각 CCD 센서,

상 소자를 사용하여 3,300만 화소의 영상을 구현하

CMOS 센서를 이용하여 UHD 카메라가 개발되었

는 방식이므로 R,G,B 각각에 3,300만 화소가 필요

으며, 실제 모양은 <그림 1>과 같다.

<표 1> 촬상소자 개발 현황 1)

년도

항목

사양

1999

8.3M CCD 촬상소자

2.5”CCD, 3840×2160, cell size 9um, 10bit, 60fps

2002

8.3M CMOS 촬상소자

1.25”CMOS, 3840×2160, , cell size 4.2um, 12bit, 60fps

2006

33M CMOS 촬상소자

2.5” CMOS, 7680×4320, cell size 3.8um, 12bit, 60fps

2012

33M CMOS 촬상소자

2.5”CMOS, 7680×4320, cell size 3.8um, 12bit, 120fps

<표 2> 카메라 개발 현황 2)

년도

항목

사양

2000

3CCD 8K 카메라 개발

3×2.5인치 8M B/W CCD GBR, 80Kg

2001

DG-8K CCD 카메라 개발

4×2.5인치 8M B/W CCD GGBR, 80Kg

2003

DG-8K CMOS카메라 개발

4×1.25인치 8M B/W CMOS GGBR, 40Kg

2008

3 CMOS 33M 카메라 개발

3×2.5인치 7680×4320 B/W CMOS, 12bit, RGB, 65Kg

2012

Single CMOS 33M 카메라 개발

2.5인치 7680×4320 color CMOS, 12bit, RGB, 4kg

1) <표 1>은 NHK에서 개발한 촬상소자의 개발 현황 및 주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 <표 2>는 NHK에서 개발한 카메라의 개발 현황 및 주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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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G방식 카메라 외관 형상

2003년에 발표된 DG 촬상 방식 카메라는 <표 3>

명도를 인식하기 때문에 G파장에 G1, G2의 2개의

의 사양으로 개발되었으며, 830만 화소 1.25인치

센서를 사용하여 <그림 2>와 같이 G1, G2의 위치를

CMOS 센서 4개를 사용하여 40Kg의 무게와 300W

1/2 픽셀만큼 이동시켜 배치 시킨 후 얻어진 G1, G2

의 소비전력 사양을 구현하였다.

영상으로 UHD 본래의 해상도를 구현하고, R, B파

DG 촬상 방식의 원리는 인간의 눈이 R(적색),
B(청색)보다는 G(녹색)파장의 해상도에 의하여 선

장은 UHD의 1/2의 해상도를 구현하도록 하는 방식
이다.

<표 3> 2003년 DG방식 카메라 사양 3)

System

7680 × 4320 pixels
60 frames per sec.
Progressive scanning

Optical format

Approx. 1.25 inch

Lens

5X zoom
F= 12 ~ 60mm
F2.1

Color imaging method

Four panel imaging (GGBR)
(Diagonal pixel offset between green imager)

Image 센서

8M pixel CMOS

SNR

Approx. 48dB

Sensitivity

200Lux, F2.8

Dynamic range

200%

Power consumption

300W

Weight

40Kg

3) <표 3>은 2003년에 개발된 DG 촬상 방식 카메라의 주요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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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리즘 및 센서 배열

<그림 2>는 4판 프리즘에서 R, G, B대응의 센서

<그림 3> 각 센서 별 출력 영상

하여 UHD 포맷으로 변환한다.

정렬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은 각각의 센서
에서 촬상되는 영상 포맷을 도식화하고 있다. <그

2. 3CMOS Full UHD해상도 카메라

림 3>과 같이 각각의 센서에서 3840×2160의 영상
이 출력되며, 각각의 센서에서 촬영된 영상은 <그
림 4>와 같이 G1과 G2를 인터폴레이션하여 UHD
포맷으로 합성하며, R, B 또한 인터폴레이션을 행

<그림 4> UHD 포맷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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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 CMOS Full UHD해상도 카메라 사양 4)

7680 × 4320 pixels
60 frames per sec.
Progressive scanning

System
Optical format

Approx. 2.5 inch

Color imaging method

Three panel imaging (GBR)
(Full resolution of UHD)

Image 센서

33M pixel CMOS

SNR

Approx. 48dB

Sensitivity

200Lux, F2.8

Dynamic range

200%

Power consumption

600W(camera head, CCU, transfer unit)

Weight

65Kg(Lens included)

G, B에 배치하여 Full UHD해상도를 구현하였다.

MTF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R, G, B파장을 각각 Full해상도로 출력함에 따라
파워소비 및 무게가 기존 DG 방식에 비하여 급격

3. 컴팩트 헤드 카메라

히 증가하는 문제점은 있었으나, 화질 측면에서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이상 향상된

NHK는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스튜디오용 카메

<그림 5> MFT비교 5)

4) <표 4>는 3CMOS방식 카메라의 주요 제원이다.
5) <그림 5>는 기존 DG촬상 방식과 개발된 3CMOS 방식의 카메라의 MFT를 비교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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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CMOS Full UHD 해상도 카메라 외관 6)

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동성을 강조한 야외 촬영

3CMOS방식을 채용한 것에 비하여 싱글 CMOS 컬

용 컴팩트 헤드 카메라를 2011~2012년에 걸쳐서

러 센서를 이용하여 UHD 영상을 구현하였다.

개발을 진행하였다. 기존 방식이 프리즘을 이용한

3CMOS에 비해서는 해상력은 떨어지지만, 기동성

<그림 7> 컴팩트 헤드 카메라 사용 개념도7)

6) <그림 6>은 실제 제작된 3CMOS Full UHD 카메라의 외관 사진이다.
7) <그림 7>은 컴팩트 헤드 카메라의 사용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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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컴팩트 헤드 카메라 사양 8)

System

7680 × 4320 pixels
60 frames per sec.
Progressive scanning

Optical format

Approx. 2.5 inch

Lens

Commercial still camera Lens

Color imaging method

RGB Bayer pattern

Image 센서

33M pixel CMOS × 1

SNR

Approx. 48dB

Sensitivity

200Lux, F2.8

Dynamic range

200%

Power consumption

45W

Weight

4Kg(Lens excluded)

을 강조한 제품으로써는 큰 의미가 있는 제품이다.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용도에 맞는 렌즈를 사용할

향후 UHD카메라는 스튜디오용의 3CMOS방식과

수 있다.

야외용의 싱글 CMOS방식 2가지의 제품군으로 발
전해 나가리라 생각된다.
컴팩트 카메라의 개념은 렌즈를 기존 상용화 되

Ⅳ. 국내 개발동향

어 있는 DSLR 카메라용 렌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렌즈 상면을 35mm 크기에

국내 방송장비 국산화 부분의 관점에서 보면 카

맞추어 설계함으로써 기존 렌즈 인프라를 그대로

메라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당히 뒤쳐져 있

<그림 8> 컴팩트 헤드 카메라 외관 9)

<그림 9> 컴팩트 헤드 카메라와 3CMOS카메라 비교 10)

8) 주요한 사양은 <표 5>에서 Power소비 및 무게가 이전 모델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그림 8>은 히타치와 공동으로 2012년 개발된 컴팩트 헤드 카메라 외관 사진이다.
10) <그림 9>는 기존 개발된 3CMOS 카메라와 캠팩트 헤드 카메라의 외관 크기 비교 사진이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격한 외관 크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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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현실이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Ⅴ. 결 론

걸쳐서 KBS와 정부의 주도로 HDTV카메라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이를 상용화 단계까
지는 이끌어 가지는 못하였다.

NHK에서 90년도 후반에 UHD 카메라를 기획
할 당시만 해도 상당한 기술적인 장벽이 있었을 것

UHD 시대에 들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표준화

으로 생각되나, 2020년 상용화 목표로 추진 한다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독 카메라분

기술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

야에서만은 표준화 및 상용화에 대한 노력은 보이

내 업체의 경우, NHK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바로

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머신 비젼 분야에서

1.25인치 급의 Full UHD카메라로의 개발에 초점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 분야에

맞춘다면 단기간 내에 기술적인 간극을 좁힐 수 있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방송용 카메라

다만, 센서 부문은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에 대한 개발 경험이 부족하므로 업체 단독의

선도하고 있어, UHD용 카메라 센서를 제작하는데

힘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방송사, 정부와 적

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극적인 협력하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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