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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UHDTV 방송

티브이로직 UHDTV 제작용 모니터
(LUM-560W) 기술
□ 강형민 / 티브이로직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도 ETRI, KBS, MBC, SBS 및 삼성,
LG가 참가하는 통신방송 융합을 위한 차세대 방송

먼저 간단히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UDTV방송
에 대한 논의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포럼에서 UDTV 방송시스템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방송 발전 방향 (출처: NTRM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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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방송표준포럼에서는 차세대 방송방식을

상 되는 Panel를 양산하고 있는데는 현재 대만의

위한 방송 시스템과 TV 세트개발에 촛점이 맞추어

Chimei,일본의 Sharp가 공급하고 있고 국내 업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장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체들이 최근들어 양산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

않고 있다.

다. 4K Panel 구동방식은 <그림 2>와 같이 각각

현재 HD방송 제작장비도 국내 방송장비 개발업

2가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구동하는 이유는

체가 미약하여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하는 실태이

4K 해상도의 LCD 60Hz를 기준으로 구동주파수

다. HDTV용 방송제작 장비는 주로 일본업체들이

가 아래의 계산에서 보듯이 평균 594Mhz가 된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UDTV 개발

다.

도 일본이 가장 적극적인데, 일본의 NHK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네마 영역에

60(Hz)×H Total×V Total에서 = 구동주파수

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0×(2200×2)×(1125×2) = 594(Mhz)

식 (1)

SONY를 비롯한 영화제작용 디지털 카메라 메이
커에서 4K 카메라가 개발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이와 같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DVR이 개발되고 있다. 일본의 Astro에서 4K 모니

IC의 한계로 인하여 각 LCD업체에서는 <그림 2>에

터가 개발되었으나 아직 보편화 되지는 못하였고

서 보듯이 4K 해상도의 화면을 4분할하여 각각 4

특히 4K용 LCD의 품질향상이 필요다. <그림 1>은

개의 화면을 독립적으로 구동하도록 하였다.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방송 발전 방향를 나타낸

4분할 방식은 1920×1080×4이거나 960×
2160×4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구

것이다.

동 동작 주파수가 각 분할된 화면 60×2200×1125
= 148.5Mhz로 독립하여 구동하면서 4K 화면을 구

Ⅱ. 본 론

성할 수 있다.
당사에서 양산하고 있는 4K Monitor는 1920×

4K Monitor를 개발하기 앞서 우선 어떠한
Panel를 사용할 지를 정하여야 한다. 현재 4K이

<그림 2> LCD 구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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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4를 기본으로 하여 구동하고 있다.
이제 4K Monitor의 spec 및 구성 내용을 좀 더

티브이로직 UHDTV 제작용 모니터 (LUM-560W) 기술 435

<그림 3> LUM560W SDI입력신호 프로세싱

자세히 알아보자.

4K 모니터로 표현 하겠다.

당사가 개발한 UDTV 4K 방송제작용 모니터는

<그림 3>에서 보면 3G SDI신호가 각각 4개의 분

모델명이 LUM560W이다. 앞으로 LUM560W로

할된 비디오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각각 이퀄라이

<그림 4> LUM560W 메인 Board 구성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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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UM560W 메인 Board사진

져와 디시리얼라이즈를 거치고 인터레이스 비디오

개의 입력과 2개의 출력할 수 있는 Scaler

포맷이면 디인터레이스, 스케일러를 거치고 다시

(VXP9452)이다.

CSC(Color Space Converter)와 Video mixer를 거

출력된 4개의 비디오 data는 FPGA B로 입력되

친 후 LVDS Interface를 통하여 LCD로 Video

고 입력된 비디오 데이터는 4K LCD Panel에 맞는

Data가 출력된다. 이때 각 video신호는 입력에

data로 변환하여 출력 한다. 또한, MAIN PCB에서

Locking이 되어 출력되게 된다.

는 각 IC를 제어하는 CPU와 각 IC의 전압을 알맞

방송제작에 필요한 data분석은 FPGA에서 처리
된다.
<그림 5>에서 1개의 Main Board와 두 개의
Daughter Board로 이루어져 있다. mian board는
SDI, HDMI, DVI의 입력 부분과 이 입력된 비디오
data를 선택하고 다시 data를 분석하여 user가 원

게 공급하여주는 Power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모니
터를 제어할 수 있는 Remote controll 부분을 갖추
고 있다. 또한, Ethernet 혹은 USB Port를 통한 시
스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림 4> Block도에서 보면 동작원리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하는 상태로 조작하여 출력x4 하여주는 FPGA A가

LUM560W의 동작구성은 SDI×4 혹은 HDMI/

있다. 이 출력된 4개의 출력은 각 Daughter Board

DVI× 4 CH 입력을 ADC(MST3367MK) 및

에 입력되어 Deinterlacer 및 Scaling CSC 1D LUT

Deserializer(GS2960)를 거쳐 FPGA에 동시에 입

를 거쳐 출력한다. 이때 하나의 Daughter 보드는 2

력되면 FPGA-A(EP2S30F672C5N)에서 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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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호의 Timing에 맞쳐 Scaler(VXP9452)에 각

Panel로 입력 한다.

Sclaer당 2개의 Video신호로 입력 된다. 이때

그 밖의 USB, RS-232, LAN등의 입력신호는

FPGA-A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포맷은 입력되는

Ethernet Module를 거쳐 CPU와 통신하고 RS-

비디오 신호에 lock이 되 있으면서 최종 LCD출력

422, Remote입력은 CPU(Arm 9 Series)와 직접

에 맞는 H/V Blank 타임은 여기서 제어하여 만들

통신한다.

어 준다. FPGA-A는 즉, 4×4 Mux 및 Switcher
기능을 동시에 한다.

FPGA-A에 입력된 신호는 각 입력신호를 분석
하여 영상신호를 분석, 처리하고 분류하여 FPGA-

Scaler(VXP9452)는 이렇게 들어온 신호를 RGB

B 및 Scaler에 각각 규정된 방식으로 분배해 준다.

각 8Bits신호로 변환(CSC)하고, interlace 신호는

Scaler는 입력된 영상신호를 설정된 제어 조건에

deinterlacing을 하여 출력한다. 이 출력된 비디오

따라 가공 처리하여 FPGA-B로 출력 하고,

신호는 1920x1080 해상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

FPGA-B는 FPGA-A와 Scaler에서 출력된 신호를

음에 소개될 UD/Quad/Normal mode에 따라 수

받아 해당되는 각 기능을 수행하고 LVDS로 최종

직 주파수에 locking을 결정하게 된다. Scaler당

출력하는 것이다.

1920×1080해상도의 두 개 출력을 하고 있고,

RS-232는 주로 본제품의 Color Calibration을

Scaler의 내부 프로세싱은 독립적으로 Scaler역할

할 때 사용되는 Port이고 USB 및 LAN은 CPU/

을 하고 있어 하나의 Scaler당 독립된 두 개의

Scaler/FPGA-A/B등 주요 IC의 프로그램을

Scaler가 들어가 있다. 이 출력된 4개의 RGB

Upgrade할 때 사용된다. 또한, LAN Port는 본 제

8bits(1920×1080×4)여기서 출력된 비디오 신호

품의 전반적인 제어를 할 때 사용되는데 각 제품마

는 FPGA-B로 입력되고 FPGA-B는 이 입력된

다 고유 ID가 있어 한번에 총 50 Set를 제어할 수

신호를 4K Panel에 맞게 시간을 보정하여 최종

있다. 모니터 제어 프로그램도 자체 프로토콜 만들

LVDS로 출력 한다. 이 출력된 LVDS신호는 4K

고, 이 프로토콜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SDI x 4,
HDMI or
DVI x 4

data 변환
- Dual link to Single link
- 4 output을 위한 입력 선택
* 1 in —> 4out
* 2 in —> 4out
* 3 in —> 4out
* 4 in —> 4out

Scaler
(VXP 9452)

동시 latch
- Input Audio 선택
* HDMI or SDI Embeded
audio 선택

Audio AMP

<그림 6> FPGA-A Block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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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를 제어 한다.

clock중 하나를 선택하여 LCD의 Main Clock으로

여기서 언급된 FPGA-A와 FPGA-B의 개략적
역할을 살펴보면,

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Timing보완이 반드시 이루
어 져야 한다.

FPGA-A의 기능은 HD-SDI나 HDMI/DVI신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FPGA A,B의 기능은 그렇

가 Deserializer/ADC를 걸쳐 입력된 신호를 선택하

게 많지는 않지만 4K LCD구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

여 선택된 영상데이터 신호를 분석해서 <그림 6>

요한 것은 4개의 각각 Full HD 입력신호를 동시에

Block도에서 보듯이 Dual Link to Single Link 변

받아들여 안전한 Timing으로 LCD에 전달하는 것

환, Video Data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Data를

이다. 4K LCD(Chimei에서 공급)자체가 4개의

Scaler(VXP-9452)로 전송한다. 또한, Embedded

Full HD Panel로 구성되어 있고 이 4개의 Full HD

Audio Data를 분리 처리해서 오디오 Amp로 보내

신호가 합쳐져서 하나의 4K(3840×2160)의 화면을

진다.

구성 한다<그림 7>.

FPGA-A의 가장핵심 기능은 4개의 고속 비디오
데이터를 동사 latch하여 cpu의 제어에 따라 1개의

다음은 LUM560W에서 지원하는 Display mode
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input을 4개 출력으로 동시에 나누어 주거나 4개의
입력을 4개 출력으로 나누어 주는 역할이다.

※ UD MODE(Ultra Display Mode)

또한 최종 4개의 화면을 하나로 만들어 줄 때 각

4개의 입력 신호를 4K(3840×2160) 원 화면으

입력 상태에 따라 timing이 틀어지는데 이때 틀어

로 표현 된다. UD Mode에서는 4개의 화면을 구성

지는 비디오 데이터 timing을 보정하여 주는 역할

하는 입력 해상도가 같기 때문에 <그림 8>의 A,

도 한다. <그림 6>은 FPGA A의 역할을 간단하게

B, C, D 중에서 Locking은 A를 기준으로 화면 B,

나타낸 Block도 이다.

C, D를 각각 Locking시킨다. UD Mode에서는 A,

FPGA-B는 Scaler(VXP9452) 처리된 최종 비디

B, C, D 중 입력 신호 하나가 빠지더라도 신호없음

오 데이터 4개의 신호 RGB 각각 8bit를 동시에

상태로 돌아 간다. UD Mode는 UDTV 모니터 개

latch시켜 LVDS 신호로 변환 시켜 최종적으로 4K

발의 가장 핵심인 부분으로 HD/SDI×4Ch에서 3G

LCD에 출력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력되는 4

bps를 지원 함으로서 3840×2160 60P(SMPTE-

개의 입력신호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 4개의 입력

425-A/B)까지 지원한다. 이 모드에서는 기본적으

Scaler
(VXP 9452)
Scaler
(VXP 9452)

<그림 7> FPGA-B Block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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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080* 4
비데오 신호 동시 lactch
- Timing Control
- LVDS 4 Ch로 변환

4K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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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UM560W 사양

LUM-560W
4 x DVI-D

DVI-DIN

4 x HDMI

HDMI Input

4 x BNC

3G-SDI A/B/C/D Channel Input

Output

4 x BNC

3G-SDI A/B/C/D Channel (Active Through Out)

Input Signal

3G-SDI

2.970Gb/s

HD-SDI

1.485Gbps

Input

SD-SDI

270Mbps

DVI

VESA/IBM Modes

HDMI

480i/480p/720p/1080i/1080p

SDI Input Signal

SMPTE-425M-A/B

1080p (50/59.94/60)

Formats

SMPTE-274M

1080i (60/59.94/50)
1080p (30/29.97/25/24/24sF/23.98/23.98sF)

SMPTE-296M

720p (60/59.94/50)

SMPTE-260M

1035i (60/59.94)

SMPTE-125M

480i (59.94)

ITU-R BT.656

576i (50)

2K Format

2048x1080(23.98p/psf, 24p/psf)

HD-SDI ITU-R BT.1769

3840×2160@60Hz

Audio In

Analog Stereo (Phone Jack)

Audio Out
LCD

Analog Stereo (Phone Jack)
Size

56.2”

Resolution

3840x2160 (16:9,1920x1080x4ch)

Pixel Pitch

0.108(H) x 0.324(W) mm

Color

1,073,741,824 colors (true 10bit)

Viewing Angle

H : 176 degrees / V : 176 degrees

Luminance of white

450 cd/㎡(Center)

Contrast

1500:1

Display Area

1244.16(H) x 699.84 (V) mm

Power

AC100~240V(50~60Hz)

Power Consumption (Approx.)

516 Watts(Max)

Operating Temperature

0°C to 40°C (32°F to 104°F)

Storage Temperature

-20°C to 55°C (- 4°F to 131°F)

Main Body Dimensions (mm/inch)

1327.0 X 794.0 X 127.7 (522.44 X 312.6 X 50.27 )

Main Body Dimensions (With Stand)

1327.0 X 848.3 X 255.0 (522.44 X 333.98 X 100.39 )

Weight

54Kg/119.05Ibs

Accessory

AC Power cord

Option

WALL mount

로 Marker, Blue Only, Under Scan, Aspect

특히 Auto Color Calibration에서 Locking과 마

ratio 등등 방송 편집용으로 기본이 되는 기능을 제

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Color alignment를 하고

공한다.

나면 이 data가 각각 B, C, D에 복사가 되어 같은

2012년 10월 87

440 특집 : UHDTV 방송

<그림 8> UD Mode

색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 되어 있다.

원한다. 이 모드의 주요 목적은 하나의 입력 신호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보조 기능으로 방송 편집에 적

※ Normal Mode

용되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모드는 입력된

Normal Mode에서는 하나의 입력신호를 화면 전

SDI 혹은 HDMI, DVI에서 한 개의 Input을 선정하

체에 보여주는 Mode로 UD Mode와 달리 하나의 입

면 FPGA-A의 1×4 switch로 변화되어 FPGA에서

력신호를 가지고 LCD화면에 전체에 표현된다. 현재

4개의 신호가 동신에 출력된다. 이 출력된 비디오

적용된 Scaler(VXP9453)특성상 Up Scaling에 한계

신호를 Scaler에서 위에서 설명한 UD Mode의 위치

가 있어 최대 입력 되는 신호는 전체 화면의

별로 각각 알맞은 Scaling을 통하여 출력한다. 이 출

80%(3200×1800)사이즈로 비율에 맞게 표현되었

력된 신호를 LVDS 4채널을 통하여 LCD에서 비디

다. 이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Over Scanning만 지

오 신호를 인가하면 Normal Mode가 완성된다.

<그림 9> Norm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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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d Mode

⇒ A가 No signal시 B를 기준으로 Locking을 하

Quad Mode에서는 LCD 화면을 기준으로

고. 해당 주파수를 A로 Copy하여 Locking을

A,B,C,D 4개의 Block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한다.(4K Panel에서의 Locking은 항상 A를

Block에 Input Source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표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data및 Clock은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즉, 4개의 입력 신호를 각

각각 (A,B),(C,D)로 하여 이루어 짐)

1920×1080 해상도로 입력 채널 별로 표현된다.
<그림 10>에서 보면 A,D는 SDI A 1920×1080i를

⇒ 이러한 순서로 D화면 만 data가 있을 때 D를
기준으로 전부 Locking함.

선택한 화면이고 C,D는 SDI B를 선택한 화면이

⇒ 네 화면이 전부 Data가 있을 때는 V주파수가

다. 이와 같이 Quad mode에서는 각 화면 위치

A화면의 V주파수와 0.1hz 이내에 들면 Lock

별(A,B,C,D) 입력 소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을 걸고 아니면 Lock을 푼다.

있다.

⇒ 화면이 갈라지거나 중간에 Sync Blank구간이
보이거나, 밀리는 등등의 증상이 보임. (화면이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함(Locking이 되지 않는
Source))

Ⅲ. 결 론
당사에서 4K 모니터 개발 및 양산은 앞으로 시장
<그림 10> Quad Mode

을 주도할 수 역할을 할것이라 본다.
이 LUM560W 개발 및 양산 성공에 따른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모드에서는 Marker 기능은 지원되지 않고 기
타 방송제작에 필요한 다른 기능은 지원한다. 이 모
드에서는 4개의 독립된 입력 소스를 선택할 수 있
기 때문에 입력 소스에 따른 lock을 걸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Quad Mode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Locking을 걸거나 풀고 있다.

※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
▶ UDTV 방송제작용 고정밀 비디오프로세싱 시
스템 기술확보
▶ 4개의 HD 입력 -> 4K 출력 할 수 있는 고정
밀 비디오신호 처리기술 확보
▶ 국내 수입대체 효과
▶ 방송 및 영화제작용 niche market시장 공략

<그림 10>의 화면과 같이 A를 기준으로 항상
Locking순서를 정한다.

▶ 4K 모니터의 첨담 기술개발의 우수성 확보로
기술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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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특집 : UHDTV 방송

<참조 1> LUM560W 제품 사진(전면, 후면)

<참조 2> 3840x2160 24Psf(각 화면별 1920x1080 24P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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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3> BLUE Only

<참조 4> Mono

Quad Mode에서 각 4개의 화면에서 동시에 Maker가 동작한다.

<참조 5> Marker 2.35:1

<참조 6> Marker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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