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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상파 방송 4사(KBS, MBC, SBS, EBS)는 지난 2012년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KBS 관악산 송신소에서 지

상파 상용망에서 4K-UHDTV(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실험인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의 DTV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무선국 허가에서부터 송출, 전송, 수신, 평가

등 실험방송 기획, 구축 및 운용은 KBS에서 담당하였고,

KBS를 포함한 각 사들은 4K UHDTV 실험방송용 콘텐츠의

기획, 제작, HEVC 부호화, TS 스트림 다중화를 담당하였다.

본 실험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6MHz 대역에서 4K-

UHDTV 서비스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콘텐츠 제작 노하우

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방송망 계획을 위한 전송, 부호화, 수

신 파라미터 도출에 성공하였다. 2012년의 1차 실험방송에서

는 6MHz 대역을 활용한 100W급 4K-30프레임 송수신 실험,

관악산 송신소 중심 5km 반경 15개 지점에 대한 필드테스트

를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1kW급 4K-60 프레임 중심의 제

2차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상용 방송네트워크를

활용한 4K UHDTV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파악할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 서론

2013년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된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 가전 박람회)

에서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 일본의Sony,

Panasonic등 주요 가전 업체들이 4K UHDTV 모

니터를 동시에 선보였으며, 특별히 KBS와 LG전자

가 공동으로 DVB-T2시스템[1] 기반 4K-60 프레

임 온에어 시연을 통해 지상파 4K UHDTV 서비스

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

겼다. 이 행사가 계기가 되어 UHDTV 기술 개발에

최첨단에 있었으나 특별히 지상파 방송관련 로드맵

을 내세우지 않던 일본이, 2014년에 우선 4K

UHDTV 방송을 위성을 통해 개시하겠다고 발표하

였다. 또한 올해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볼티모어 WNUV-TV에 6개월 간의

DVB-T2를 이용한 UHDTV 실험방송을 허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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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UHDTV는 단순히 화질과 음향이 월등한 ‘초고화

질 디지털방송’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의 궁극적

인 목표는 시청자들이 화면의 이미지로부터 실물감

과 현장감(또는 임장감)을 느끼도록 함이다. 일본

NHK 방송기술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이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기존 HDTV의 화면보다 16배 이상

크고, 화소 당 컬러의 깊이도 기존 8비트에서 10 또

는 12비트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심지어 초당 화면

디스플레이 횟수도 기존 3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까지 늘려야 한다[3][4]. HDTV의 화면 16배, 컬러

깊이 1.25배, 초당화면수 4배를 고려하면 단순 계산

만으로도 기존 DTV의 80배에 달하는 데이터량이

발생한다. 이를 제공하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감

당하기 어려운 용량에 해당하지만, 시청자들의 만

족감을 고려한다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 

UHDTV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송대역

확장을 통한 전송용량의 확보가 가장 용이한 방법

이지만, 대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채널에

서 제공할 수 있는 무선전송기술 개발을 통한 전송

용량의 확대, 영상 및 음성에 대한 압축 성능의 배

가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 4사는 4K UHDTV 제1차

실험방송을 2012년 10월 9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디지털방송

전환시기와 일정이 중복되어, 허가 당국인 방송통

신위원회는 기존의 DTV와의 혼신 및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등에 대한 지연 등을 우려하였으나, 내

부 검토 끝에 지상파 4K UHDTV 실험국을 허가

하였다[5].  

KBS는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의

UHDTV실험방송 추진협약에 따라 관악산송신소

에 UHDTV 송신시설을 준공하고, 여의도소재

KBS 연구동에 수신점 시설을 완료하였다. 또

한 각 사들은 콘텐츠에 대한 기획, 제작,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6][7] 부호화

및 TS 다중화를 담당하여 실험방송에 각 사의 콘

텐츠를 활용하였다. 

본 실험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6MHz 대

역에서의 4K UHDTV 서비스 실현 가능성을 확인

하였고, 동시에 4K UHDTV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

인 제작 노하우를 확보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방송

망 계획과 추가 연구개발을 위한 콘텐츠 부호화, 전

송 및 수신 파라미터 도출에 성공하였다. 

제1차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이하 실험방

송)에서는 상용 UHF 방송대역의 6MHz 대역폭을

활용한 4K(3840x2160화소) 화면의 초당 30프레임

을 기존의 DVB-T2 규격을 활용하여 전송하고 관

악산 송신소 중심, 반경 5km의 15개 지점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 고의 II장에서는 실험방송의 송신, 수신, 측정

시스템 및 부호화 코덱 시스템을 소개하고, III장에

서는 실험방송에 적용한 파라미터와 성능 측정 방

법을 소개하고, IV장에서 개괄적인 결과를 설명한

다. V장에서는 이번 실험방송의 의미를, VI장에서

는 향후 UHDTV 추진계획을 언급하고 VII장 맺음

말로 마무리 한다.

II. 실험방송 시스템의 구성

당초 실험방송 기획 당시 4K UHDTV 콘텐츠

를 전송하기 위해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한 심볼

에 3비트 전송이 가능한 8-VSB[8, Chapter 6],

기존의 ATSC를 고려하였으나 표준 상 전송용량

이 20Mbps에 미치지 못하여 적어도 30Mbp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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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는 실험방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

다. 차선책으로 한 심볼에 4비트 전송이 가능해

전송 용량이 38.57 Mbps에 이르는 16-VSB

[8, Chapter 7]를 고려하였으나 당초 ATSC에서

잡음이 비교적 적은 케이블방송용으로 개발하여

무선 전송과 같이 심각한 잡음이 발생하는 환경에

서는 적용이 어렵다. 더욱이 2007년 미국의 주요

케이블방송사들이 16-VSB보다는 64-QAM 및

256-QAM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품절상태였으

며, 16-VSB ATSC시스템은 기존의 8-VSB

ATSC 시스템과 호환성도 확보되지 않아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내부적인 검토 끝에 별도의 주파수, 별도의 방

식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바 현존하는 최신 요소

기술을 탑재한 DVB-T2 시스템의 도입이 결정 되

었고, 이 시스템은 대역폭도 1.7, 5, 6, 7, 8,

10MHz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 한국과 같이

채널 대역폭이 6MHz인 경우 36.56Mbps까지 전

송이 가능하여 실험방송 시스템으로서 적합하였

다[9].

영상 압축을 위한 코덱의 경우 2012년 상반기 당

시 MPEG4-AVC/H.264 코덱으로 가장 쉽게 구축

할 수 있었으나 당시 활발하게 표준화가 진행되던

HEVC 코덱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전송 용량에서

압축 효율을 극대화하여 최대한 UHDTV의 느낌이

생생히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적용된 최신 코

덱을 선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련 노하우를 조기

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기술

인 HEVC 표준은 ISO/IEC MPEG의 비디오 서브그

룹과 ITU-T의 VCEG(Video Group Experts

Group)이 공동으로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을 결성하여 2009년 말에

<그림 1> 제1차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 시스템 구성도 : 송출 시스템, 송신 시스템, 수신 및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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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 3월 현재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단 계 이 며

IS(International Standard) 단계에 제출된 상황이

다[10].

실험방송은 <그림 1>과 같이 콘텐츠 송출부, 마

이크웨이브 링크, DVB-T2 온에어 송신/수신, 분

배, 모니터링 및 측정의 단계로 구성된다. 콘텐츠는

4K로 제작하여 MPEG-2 TS로 실시간 송출하였

고, 이 신호는 KBS 사내 마이크로웨이브

(11.145GHz)를 통해 관악산 송신소에 전달되어

DVB-T2 송신기를 통해 송신 전력은 100W, 중심

주파수785MHz로 송신되었다. 송신용 안테나는 관

악산 기점 남쪽 지역의 혼신유발 가능성을 배제하

기 위해 60도, 150도, 330도에 대해서만 4 다이폴

패널을 부착하였고 240도 방향의 패널은 설치하지

않았다. 관악산으로부터 10.59km떨어진 서울 여의

도 소재 KBS 연구동 옥상에서 실험방송을 위해 별

도의 수신안테나를 제작, 설치하였다. 수신된

DVB-T2 신호는 측정 시스템에 연결하여 주요 물

리계층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데 활용함은 물론,

HEVC 디코더에 연결하여 신호를 복조한 뒤

UHDTV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하였다. 

1. 송신시스템 

1) 무선국 허가 및 준공검사

KBS는 UHDTV실험방송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에 무선국 신청을 하였고, <표 1>과 같이 2012년 9

월1일부터 4개월 간의 무선국허가를 받았다[5]. 이

를 바탕으로 한 달 여간 DVB-T2 송신 장비 일체를

KBS관악산 송신소에 설치한 뒤, 10월8일에 ‘서울

전파관리소’로부터 설치된 송신 시스템에 대한 공

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주파수허용편차, 스

퓨리어스 발사강도 등 검사 항목을 모두 통과하여

‘KBS 관악산 UHDTV 실험국’에 대한 준공검사 합

격을 받았다.

2) DVB-T2 시스템 개요

이번 실험방송에 사용된 송신시스템인 DVB-

T2(Digital Video Broadcasting the Second

Generation Terrestrial) 기술은 현재 유럽을 포함

한 전세계 35개국에서 표준으로 채택하여 이미 서

비스를 시작했거나 시험방송 중인 시스템으로, 전

송용량 측면에서 DVB-T 대비 30% 이상 개선한 2

세대 DVB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이다. DVB-T2

는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와 회전

성상도(Rotated Constellation), 256-QAM과 같은

고차 변조, 송신비용 절감이 가능한 평균전력대 첨

두전력비(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채택하여 전송 용량의 증

대 및 높은 주파수 효율을 실현하였다[11][12]. 이로

인해 Freeview HD와 같은 고품질의 다채널

HDTV 서비스를 한정된 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현존하는 DTV 전송시스템 중 가장 성

능이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나타내었다.

구분 내용

무선국종별 및 명칭 KBS 관악산 UHDTV 실험국

목적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업무용

호출부호명칭 6N2GN

전파형식 및
6M00D7W

점유주파수대역폭

중심주파수 785.000000MHz

공중선전력 100W

공중선전력형식/구성
4 Dipole, 수평편파, 60/150/330도 3기

Gain 6.03dBi

운용허용시간 00:00~24:00

<표 1> 무선국 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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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표 2>의 내용은 영국의 8MHz 대역폭의 경

우에 해당하며, 6MHz 단위 DTV대역폭의 국내 상

황을 기초로 환산하면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기준 C/N=20dB에서 최대로 전

송 가능한 데이터율은 DVB-T2에서 35Mbps,

DVB-T에서 21.8Mbps이다. 이 조건에서 ATSC는

19.39Mbps이다.

3) 송신 시설

<그림 2>에는 실험방송 송신시설을 구성하는 요

소 장치들을 나타낸다. 관악산 송신소에 설치한

DVB-T2 송신기, 관악산 송신소 철탑과 취부된 안

테나이다. 그리고 준공검사 당일 측정한 송신 출력

100W를 나타내는 전력측정기와 점유대역폭 6MHz

를 나타내는 스펙트럼분석기, 256-QAM 성상도

구분 DVB-T DVB-T2

FEC
Convolutional code+Reed Solomon code LDPC code + BCH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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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s QPSK, 16QAM, 64QAM QPSK, 16QAM, 64QAM, 256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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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T Size 2k, 8k 1k, 2k, 4, 8k, 16k, 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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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al Pilots 2.6% of total 0.35% of total

상용 데이터율(UK) 24Mbps 40Mbps

Max. of Data Rate(@20dB C/N) 29Mbps 47.8Mbps

Required C/N Ratio(@22 Mbps) 16.7dB 8.9dB

<표 2> DVB-T2 시스템 파라미터 및 DVB-T 시스템과의 비교

<그림 2> 실험방송 송신 시설 상세 및 측정된 주요 송신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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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을 위한 전문가용 수신기, 그리고 영상을 확인

하기 위한 84인치 4K 모니터 사진을 나타내었다.

2. 수신시스템

관악산 송신소로부터 수신되는 UHDTV 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고정 수신점은 여의도 소

재 KBS 기술연구소(KBS연구동 4동)의 옥상에 설

치하였다. 송신점까지의 거리는 10.59km로 관악산

과의 LoS(Line of Sight, 직선시야)가 확보되어

Rician 채널로 근사화 될 수 있다[13].

KBS 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방송망 예측

소프트웨어인 MIDAS[14]를 통해 관악산 송신소-

기술연구소 간 수직 지형단면도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림 3>과 같이 Fresnel Zone에 방해되는 지형지

물이나 건물이 없이 LoS 조건을 만족하며 실제로도

직선시야가 확보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좌

측 상단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KBS

관악산 송신소를, 우측 하단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소재 KBS 연구동을 나타낸다.

수신점에 대한 시변특성을 CIR(Channel Impulse

Response, 채널 임펄스 응답)로 관찰해 본 결과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가장 큰 반사파가 주 신

호 대비 -17dB로 멀티패스 신호 세기가 충분히 낮

<그림 3> 관악산송신소-KBS연구동(여의도) 간 수직지형단면도

<그림 4> KBS 연구동 수신점의 채널프로파일 실측치



2013년 4월   13

지상파 4K UHDTV 제1차 실험방송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137

고, 지연(Delay) 역시 1 μs 로 매우 짧은 전형적인

LoS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측정 및 모니터링시스템

실험 방송의 측정은 크게 실내 실험과 필드테스

트로 구분되고, 실내 실험은 기본적인 송수신 측정

외에 온에어 ToV(Threshold of Visibility, 한계 수

신 전계 레벨) 측정이고, 필드테스트는 송신점 중심

반경 5km 지점에 대한 야외실험이다.

실내실험을 위한 측정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MPEG-2 TS 스트림을 분석하기 위한 베이스밴드

분석기, DVB-T2 표준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RF 분

석기로 구분된다. MPEG-2 TS스트림 분석은

DVM 400 장비를 사용하였고, DVB-T2 RF 신호

분석은 동일 회사의 ETL TV Analyzer기본 장비에

DVB-T2 옵션을 장착하여 사용했다. 

필드테스트 측정시스템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전파전파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제2차 실험방

송 및 방송망 설계에 기본이 되는 파라미터로 사용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야외 측정은 KBS의 DTV통합측정시스템 차량을 이

용하였다. 본 측정차량은 현대자동차 스타렉스로 안테

나를 360° 회전시키기 위한 로터(Rotor)와 상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마스트(Mast)가 장착되어 있으며, 높이

<그림 5> 실험방송 실내측정시스템

<그림 6> 이동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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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장 9.2m이며 야기 안테나를 사용한다. 측정 항목

은 위도 및 경도 좌표, 지형프로파일, 수신스펙트럼, 수

신전계레벨, 변조오류율, 성상도 특성, 채널임펄스특

성, TS패킷오류율 등 주요 물리계층 및 전송계층 파라

미터이다. <그림 6>에 이동 측정차량의 외관을, <그림

7>에 이동 측정 차량 내부 모습을 각각 나타내었다.

4. 코덱 시스템 및 실험방송 콘텐츠 편성

1) 코덱시스템

4K UHDTV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압축기술로는

H.264/AVC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최근에

H.264/AVC기술과 비교하여 2배 정도의 성능을 내

는 HEVC 기술이 개발되었다. 특별히 현재 DTV에

적용되고 있는 MPEG-2 압축 표준의 경우, 4K를

압축할 수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합하다.

HEVC는 현재 FDIS의 국제표준화 마무리 단계이

며, 향후 8K(8192x4320) Progressive 120프레임까

지 가능하도록 프로파일(Profile)과 레벨(Level)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향후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이

번 실험방송에서는 HEVC 표준을 적용하였다.

오디오 부호화는 기존의 DTV에서 사용하는

Dolby AC3의 표본화율 48,000Hz, 2 채널 스테레

오, 각 채널 비트율은 384kbps를 적용하였다. 최종

적으로 압축된 비디오, 오디오 스트림은 MPEG-2

TS로 다중화하였다.

2) 콘텐츠 편성

콘텐츠는 실험방송에 참여한 4사에서 각각 기획,

제작하여 MPEG-2 TS형태로 제공되었다. 송출을

위한 편성의 경우, 10월과 11월은 주로 KBS 콘텐츠

를 중심으로 송출하였고, 11월과 12월은 4사 콘텐츠

<그림 7> 이동측정시스템 내부

방송사 제목 장르 분량 양자화파라미터(QP) 촬영카메라

KBS 추노 드라마 12분49초 28 Red One

각시탈 드라마 6분10초 28 Red One

소계 18분59초

EBS 제주전경 I 다큐멘터리 9분50초 32 Sony F65

제주전경 II 다큐멘터리 9분51초 32 Sony F65

소계 19분41초

MBC 아랑사또I 드라마 1분33초 28 Red Epic

아랑사또II 드라마 2분44초 28 Red Epic

길(Road) 다큐멘터리 3분8초 28 Red Epic

소계 7분25초

SBS Soul in Seoul 다큐멘터리 3분27초 32 Sony F65

소계 3분27초

<표 3> 지상파 방송사의 4K UHDTV 실험방송용 송출 콘텐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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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캐로셀(Carousel) 방식으로 편성하여 송출하였

다. <표 3>에 각 사들의 4K UHDTV 실험방송 송출

콘텐츠 현황을 나타내었다. 

<그림 8>에는 실험에 4K 콘텐츠 영상의 예를 보

여주고 있고, <그림 9>에는 KBS의 신규 4K 촬영

콘텐츠와 촬영 현장의 장면을 나타내었다. KBS는

Sony 사의 F65와 Red사의 EPIC 카메라를 이용하

여 다큐멘터리 ‘색’, ‘자연풍경’, ‘도심 속 성곽’ 등

을 신규로 제작하였다.

III. 실험방송 파라미터

1. 송신 파라미터

송신기 MPEG2-TS 입력을 기준으로 30Mbps

전송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DVB-T2 송신 파라미터

를 설정하였으며 주요 파라미터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은 공통 전송파라미터 셋을 바탕

으로 LDPC 부호율 만을 조절하여 최소요구비트율

을 만족하도록 설정하는 실험방송을 위한 파라미터

셋을 <표 5>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5>로부터

256QAM 심볼매핑에서 6MHz 대역폭 기준

<그림 8> KBS 제작 4K UHDTV 콘텐츠

<그림 9> KBS 신규 촬영 콘텐츠와 촬영 현장

파라미터 종류 내용

시스템 DVB-T2

대역폭 6MHz

FFT 크기 32K mode

가드인터벌 1/128

파일럿 패턴 PP7

LDPC 64,000 blocks

심볼매핑 256QAM

성상로테이션 On

시간인터리버 형식/길이 Single Type/3

<표 4> 송신 파라미터

파라미터 셋 부호율(FEC) 유효데이터율(Mbps)

1 5/6 36.568597

2 4/5 35.077556

3 3/4 32.873545

4 2/3 29.222227

5 3/5 26.261912

6 1/2 21.854090

<표 5> 실험방송 FEC 파라미터 셋과 유효데이터율

추노 공주의 남자

각시탈각시탈

여수엑스포 BIG O SHOW

4K 미속 자연풍경

4K 도심의 성곽 도심의 성곽

Sony F65 촬영 현장 Sony F65 촬영 현장

여수엑스포 BIG O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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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bps 이상의 전송율을 획득할 수 있는 조합은

파라미터 셋 1, 2, 3으로 각각 36.57, 35.08,

32.87Mbps이다. 각각에 해당하는 FEC 부호율은

각각 3/4, 4/5, 5/6이다.

2. HEVC 부복호화시스템 및 파라미터

4K 콘텐츠에 대한 비디오 및 오디오 부호화 파

라미터는 <표 6>과 같다. 비디오 부호화기는

HEVC HM 6.0을 사용하였고 3840x2160 해상도

에 컬러매트릭스 4:2:0, 컬러깊이(Color Depth) 8

비트, 초당 30프레임의 영상규격을 적용하였다. 디

코더는 KB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미디어

가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한 실시간 HEVC 디코더

를 사용했다.

IV. 결 과

1. KBS 연구동 실험실 측정결과

1) 수신환경 실험

관악산송신소 실험국의 송신신호 특성과 KBS

기술연구소 수신점의 수신신호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 공통적으로 로데슈바르즈사의 ETL TV분석

기를 사용하였다. 우선 시변채널 특성을 CIR로 관

찰해 본 결과, <그림 4>와 같은 LoS 환경임을 확인

하였다. 

송신신호의 출력 MER(Modulation Error

Rate, 변조오류율)은 40.3dB로 일반적인 OFDM 방

송용 송신기의 품질과 유사하고, KBS 기술연구소

수신점의 수신신호의 MER은 39.6dB로 채널을 통

과하면서 약 0.7dB의 열화를 나타낸다. 덕분에 충

분한 수신 마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내 실험을 진

행할 수 있었다. 측정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5>와

같다.

2) 한계수신전계레벨(ToV) 측정

한계수신전계레벨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최소한의 수신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실

험을 통해서 획득된 ToV C/N (Carrier to Noise

Power Ratio, 잡음전력대반송파전력비) 또는

MER 값은 DVB-T2 시스템을 사용하여 UHDTV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

건이다. 

4K UHDTV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

서 전력 감쇄기(Attenuator)를 사용하여 한번에

1dB씩 감쇄시키면서 화면에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

생되지 않는 순간의 수신전계강도를 읽어서 측정하

였다. 

구분 항목 내용

비디오 코덱 규격 HEVC (HM6.0)

비디오
영상규격 4K(3840x2160), 4:2:0, 8 비트, 30fps

HEVC 파라미터
MaxCUsize(64x64), IntraPeriod(32), GOPsize(8), 

Main profile, RateControl 미적용,양자화 파라미터 설정(28,30,32,34,...)

오디오 오디오 규격 Dolby AC3, 48kHz샘플링, 2채널 스테레오, 각 채널 비트율 384kbps

TS다중화 다중화 규격 MPEG-2 TS, TS 비트율(ES비트율 30Mbps, 패딩비트율 5Mbps)

<표 6> 비디오 및 오디오 부호화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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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ToV 측정한 결과는 <그림 10>에 나타내

었다. 예를 들어, <표 5>의 ‘파라미터 셋 2’의 경우

유효 데이터율이 35.08Mbps인데 AWGN 환경에서

ToV C/N값은 22.4dB이고, On-Air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ToV MER 값은 24.7dB였다. 그리고 ‘파라

미터 셋 3’의 경우 유효데이터율이 32.87Mbps인

데, AWGN 환경에서 ToV C/N값은 20.8dB이고,

On-Air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ToV MER 값은

24.3dB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표 4>의 송신파라미터 조건

과 <표 5>에서 제시한 부호율에 따른 파라미터

셋 1/2/3을 사용할 경우, 지상파를 이용한 4K

UHDTV 콘텐츠 전송하고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4K UHDTV 서

비스의 최소 요구전송용량 35Mbps를 만족하기 위

해서는 AWGN 환경에서 22.4dB 내외의 C/N이,

LoS 환경에서 24.7dB 내외의 MER이 요구됨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ATSC 8-VSB의 15dB 보

다 7.5dB 높은 수신품질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기존 방송 서비스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5.6배 가량의 송출 전력 증강이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전송 채널의 대역폭을 확장

하는 방법과 대역제한된 조건에서 전송효율을 높이

는 기술 개발이 있다. 전송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란,

‘ 수신 C/N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송률을 향상시

키는 방향’  또는 ‘ 동일한 전송률을 유지하면서

ToV MER(C/N)을 낮추는 방향’ 의 기술을 말한다.

2. 관악산송신소 5km 반경 필드테스트

결과

필드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

였다. 첫째는 관악산송신소 100W급 4K UHDTV

전송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보

하는지 실측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1단

3패널의 송신안테나 패턴 및 방송구역에 대한 영향

을 실측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 결과들

은 향후 4K 및 8K UHDTV 전송시스템 설계의 기

초 자료로 활용된다.

본 필드테스트는 2012년 12월 6일부터 21일까지

관악산 송신소 중심의 반경 5km의 등각 간격 15개

지점에 대하여 수행되었고, KBS가 보유하고 있는

DTV 통합측정차량을 이용하였다. 

필드테스트 시 적용된 송신파라미터는 <표 4>

와 동일하며, 측정항목은 [III]에 언급된 위도 및

경도 좌표, 지형 프로파일, 수신 스펙트럼, 수신전

계레벨, 변조 오류율, 성상도 특성, 채널 임펄스

특성, TS 패킷오류 등이다. 야외 실험에 선정된

측정 지점은 <그림 11>과 같으며 관악산송신소를

중심으로 5km 인근에 있는 지점으로, 지점에 따

라서는 지형지물에 의한 접근성 문제로 인해 등각

및 등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위치도 있었으나,

가급적이면 등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10> C/N (또는MER)에 따른 단위 Hz당 스펙트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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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서 양시청 지점은 지점 번호와 함께

흑색 상자 표시하였고, 난시청 지점은 회색 상자로

표시하였다. 측정 대상 15개 지점 가운데 10개 지

점에서 시청이 가능하였다. 양시청 지점은 1번 이

수역, 2번 총신대 학생회관, 3번 신림동 승리교, 4

번 국민은행 난곡지점 앞, 5번 독산동 도덕초등학

교 앞, 7번 석수도서관 주차장, 10번 인덕원 포일교

사거리, 12번 과천 소망교회 인근 주차장, 13번 과

천경마장 막계교, 14번 서초 네이쳐빌 아파트 입구

이다. 반면에 난시청 지역은 6번 기아사거리, 8번

안양 비산교 위, 9번 안양시청 주차장, 11번 과천골

고기집 주차장, 15번 국립국악원 예악당 앞이다.

수신전계레벨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 6>과 같

이 통계값을 도출하였다.

LoS 확보 가능한 곳의 전계레벨은 -50dBm

전후이고, LoS 확보가 불가능하지만 시청이 가

능한 곳의 전계레벨은 -63dBm 전후이다. 관악

산 남쪽 등 시청이 불가능했던 지점의 전계레벨

은 -74dBm 이하였다. 양시청 지점의 평균

MER값은 30.79dB이고 KBS 기술연구소 실험

실에서 측정한 ToV MER값인 25.1dB 보다

4.6dB 정도 상회한다. 난시청 지역의 MER은 얻

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ETL TV 분석기가 수

신동기를 획득해야만 MER 등의 측정이 가능하

<그림 11> 관악산송신소 중심 반경 5km 등각지점/총 15개 지점

구분 평균 전계레벨(dBm) 평균 MER(dB)

전체 15개 지점 -58.80 -

양시청 지점 -53.91 30.79

난시청 지점 -73.84 측정불가

<표 7> 필드테스트수신전계레벨의 통계값

4 국민은행
난곡지점

4 국민은행
난곡지점

3 신림동
승리교

10 인덕원
포일교사거리

2 총신대

7 석수도서관

13 과천경마장(막계교)

12 과천소망교회인근

14 서초 네이처빌 아파트

6 기아 사거리

8 안양 비산교

9 안양시청

11 과천골 고기집

15 국립국악원

1 이수역

5 독산동
도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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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번호 수신전게레벨(dBm) 변조오류율(dB) TS 오류 수신상태

1 -50.8 32.7 오류없음 양호

2 -59.0 29.3 오류없음 양호

3 -43.7 35.0 오류없음 양호

4 -42.4 37.6 오류없음 양호

5 -54.7 30.9 오류없음 양호

6 -74.8 N/A N/A 불량

7 -57.1 29.8 오류없음 양호

8 -63.8 25.0 N/A 불량

9 -84.9 N/A N/A 불량

10 -54.6 28.6 오류없음 양호

11 -60.7 N/A N/A 불량

12 -57.9 27.6 오류없음 양호

13 -58.5 29.0 오류없음 양호

14 -60.4 27.4 오류없음 양호

15 N/A N/A N/A 불량

<표 8> 측정 지점별 결과

<그림 12> 1번 측정지점 지형단면도 : 이수교 지하철역 5-6번 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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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번 측정지점의 측정결과

#1. 이수역 5-6번 출구 앞

전계강도 (Spectrum)

채널 지연 프로파일 (CIR) 채널 지연 프로파일 상세 (CIR)

수신 상태 종합 (Overview)

수신 변조 성상도 (Constellation)

Ch:---RF 785.000000 MHz DVB-T2 6 MHz

Ch: - - -RF 785.000000 MHz DVB-T2 6 MHz

Att  0 dB
ExlLvl - 50.00dBm

Explvl - 50.00 dBm Att 0 dB

FFT-Mode 32k
BW ext: Off
GI: 1/128
Pilot Pat: PP7
PAPR: Off

Decoded PLP
PLP ID: 1
Mod: 256 QAM
Rotation: On
MER: 32.7

IQ source
bef Derotation

CF 785.0 MHz Span 10.0 MHz

Att  0 dB
ExlLvl - 50.00dBm

Att  0 dB
ExlLvl - 50.00dBm

RBW 10kHz
VBW 30 kHz
SWT 100ms

Shoulder Attenuation Result Unit
Lower
Upper

28.4   dB
30.0   dB

1PK
Avg

PS

OLlm OLlm

PSPS

-60 dBm

-70 dBm

-80 dBm

-90 dBm

-100 dBm

-110 dBm

-120 dBm

-130 dBm

- 140 dBm

-5 dBm

-10 dBm

-15 dBm

-20 dBm

-25 dBm

-30 dBm

-35 dBm

-40 dBm

- 45 dBm

-10 dBm

-20 dBm

-30 dBm

-40 dBm

Guard Start

Guard Start

Rank Level/dB Level/dBm Time/μs

Start - 50.0 μs 10.0 μs/ Stop 50.0 μs

Guard Stop
EchoDetectionThreshold -42.000

EchoDetectionThreshold -42.000

Ch: - - -RF 785.000000 MHz DVB-T2 6 MHz

Ch: - - -RF 785.000000 MHz DVB-T2 6 MHzCh: - - -RF 785.000000 MHz DVB-T2 6 MHz

Att   0dB
ExpLvl - 50.00 dBm

Date: 30. JAN. 2008    20:29:30

Date: 30. JAN. 2008    20:28:56 Date: 30. JAN. 2008    20:29:49

LVl - 51.1dBm | BER 0.0e-9 | MER 32.7dB

LVl - 50.9dBm | BER 0.0e-9 | MER 32.7dB

DEMOD

DEMOD

PLP

PLP: 1

Cells 2.0000e+005

Date: 30. JAN. 2008    20:40:20Date: 30. JAN. 2008    20:30:42

Pass

PLP Date (Decoded PLP ID 1)

Lv1 - 50.8dBm | BER 0.0e•8 | MER 33.1dB DEMOD PLP: 1

OLIm

PS

Level -60.0 -50.8 10.0 dBm
Sideband normal
FFT Mode 32k
Guard Interval 1/128
Carrier Freq Offset -30000.0 -40.9 30000.0 Hz
Bit Rate Offset -100.0 -0.1 100.0 ppm
MER (L1, rms) 24.0 35.0 ----- dB

MER (PLP, rms) 24.0 33.1 ----- dB
BER before DPC 3.6e•S(100%/1e8) 1.0e•2
LDPC Iterations 1.63
BER before BCH 0.0e•8(48%/1e9) 1.0e•5
BBFRAME Error Ratio 0.0e•3(60%/1e4) 1.0e•10
Errored Second Ratio 0% (12/20) 10 %
rs Packet Error Ratio 0.0e•5(27%/1e5) 1.0e•7

1 0.0 -50.9 0.000
2 -14.6 -65.5 1.159
3 -27.3 -78.1 1.880
4 -32.3 -83.1 1.880
5 -36.2 -87.1 3.013
6 -40.3 -91.1 12.257
7 -40.8 -91.6 4.155
8 -42.5 -93.4 3.576
9 -44.9 -95.8 4.973
10 -47.2 -98.1 6.831

Limit Limit UnitResults

Level -50.8 dBm

LVl - 50.9dBm | BER 0.0e-9 | MER 33.5dB DEMOD PLP:1

PP7

SISO
0

Pilot Pattern
Transmission System
Cell ID (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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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측정지점 전체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지면 관계상 측정 지점 중 의미 있는 2곳에 대한

측정 상세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번 째 지점은

1번 측정 지점인 ‘ 이수교 지하철역 5-6번 출구 앞’

이다. 이 지점은 <그림 12>의 MIDAS 지형단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관악산송신소로부터 LoS가 확

보되는 곳이다. 따라서 <그림 13>과 같이 전계레벨

도 -50.8dBm, MER 값도 32.7dB로 상당히 양호

하다. 또한 주 반사파는 1.159 μs 의 -14.6dB 하나

로 스펙트럼 왜곡이 거의 없는 양시청 환경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다음은 6번 측정 지점인 기아사거리이다. 이 지

점은 <그림 14>의 MIDAS 지형단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관악산송신소로부터 LoS가 확보되지 않

는 곳이다. 따라서 <그림 15>와 같이 전계레벨도

-74.8dBm로 절대적인 신호 세기가 상당히 낮

으며, 동기획득 실패로 MER 측정이 불가하였

다. <그림 15>의 성상도를 관찰하면 동기화에 실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6번 측정지점 지형단면도 : 기아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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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6번 측정지점의 측정결과

전계강도 (Spectrum)

채널 지연 프로파일 (CIR) 채널 지연 프로파일 상세 (CIR)

수신 변조 성상도 (Constellation)

#6. 기아사거리 수신 상태 종합 (Overview)

Ch:---RF 785.000000 MHz DVB-T2 6 MHz

Att   0dB
ExpLv1 - 50.00 dBm

Date: 8. FEB. 2008    16:39:56

Fail

PLP Date (Decoded PLP ID - - - )

Lv1 - 74.8dBm | --- | --- DEMOD PLP: - - -

OLIm

PS

Level -60.0 -74.8 10.0 dBm
Sideband (Normal)
FFT Mode -- - - -
Guard Interval - - - - -
Carrier Freq Offset -30000.0 -19.3 30000.0 Hz
Bit Rate Offset -100.0 0.0 100.0 ppm
MER (L1, rms) 24.0 - - - - - ----- dB

MER (PLP, rms) 24.0 - - - - - ----- dB
BER before DPC --- - - 1.0e•2
LDPC Iterations -- - - -
BER before BCH --- - - 1.0e•5
BBFRAME Error Ratio - - - - - 1.0e•10
Errored Second Ratio - - - - - 10 %
rs Packet Error Ratio - - - - - 1.0e•7

Limit Limit UnitResults

Level -74.8 dBm

Ch: - - -RF 785.000000 MHz DVB-T2 6 MHz

Att  0 dB
ExlLvl - 50.00dBm

Att  0 dB
ExlLvl - 50.00dBm

OLlm

-5 dBm

-10 dBm

-15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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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dBm

- 45 dBm
Guard Start

Ch: - - -RF 785.000000 MHz DVB-T2 6 MHz

RBW 10kHz
VBW 30 kHz
SWT 100ms

1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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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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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dBm

CF 785.0 MHz
Shoulder Atte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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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8. FEB. 2008    16:39:45

Explvl - 50.00 dBm Att 0 dB

FFT-Mode 32k
BW ext: Off
GI: 1/128
Pilot Pat: PP7
PAPR: Off

Decoded PLP
PLP ID: 1
Mod: 256 QAM
Rotation: On
MER: -- - -

IQ source
bef Derotation

Ch: - - -RF 785.000000 MHz DVB-T2 6 MHz

Span 10.0 MHz
Result Unit

15.5   dB
16.6   dB

PS

Date: 8. FEB. 2008    16:40:38

LVl - 75.1dBm | - - - | - - - DEMOD

Pilot Pattern
Transmission System
Cell ID (hex)

PLP:1

PP7

SISO
0

Guard Stop

Guard Stop

EchoDetectionThreshold -37.105

Att  0 dB
ExlLvl - 50.00dBm

OLlm

PS

-10 dBm

-20 dBm

-30 dBm

-40 dBm
Guard Start

Rank Level/dB Level/dBm Time/μs

Start - 50.0 μs

Start - 50.0 μs

10.0 μs/

10.0 μs/

Stop 50.0 μs

Stop 50.0 μs

EchoDetectionThreshold -37.446

Ch: - - -RF 785.000000 MHz DVB-T2 6 MHz

LVl - 74.9dBm | - - - | - - - DEMOD PLP: 1

Date: 8. FEB. 2008    16:40:23

1 0.0 -74.8 0.000
2 -23.0 -97.8 4.964
3 -26.0 -100.8 1.321
4 -26.2 -101.1 5.504
5 -28.7 -103.6 8.057
6 -31.5 -106.4 6.234
7 -32.4 -107.2 4.000
8 -32.7 -107.6 2.826
9 -33.0 -107.8 3.589
10 -35.9 -110.7 2.150

Date: 8. FEB. 2008    16:40:10

LVl - 75.2dBm | --- | --- DEMOD PLP Cells 2.0000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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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차 실험방송의 의미

UHDTV 방송기술은 3DTV와 함께 실감미디어

및 실감방송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 경주는 일

본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 방송

선진국들의 주도권 경쟁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은 UHDTV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해 왔으며, LG전자와 삼성전자는 2013년 1

월 미국 CES 쇼에서 자사의 4K 디스플레이를 전시

하여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 쇼에서 KBS와

LG 전자는 본 실험방송과 동일한 시스템과 파라미

터로 4K-60프레임 UHDTV 전송을 성공적으로 보

여주었다.

한국의 실험방송을 계기로 2013년 CES쇼에서 화

제가 되었고, 2월에는 일본 총무성이 2014년에 브

라질 FIFA 월드컵을 자국 통신 위성을 이용한 4K

UHDTV로 서비스 할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8K

Super-HiVision만을 고집하던 일본으로서는 획기

적인 전략의 변화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FCC)는 2013년 2월15일에 볼티모어

WNUV-TV가 신청한 ‘6개월 동안 DVB-T2시스템

을 이용한 지상파 UHDTV 실험방송’을 허가했다.

특별히 미국 실험방송의 주된 목적에 기존 6MHz

대역에서의 OFDM기반의 UHDTV의 가능성에 대

한 검증이 포함되었음을 밝혔다. 이어서 3월 26일

자 국내보도에 의하면, NHK가 세계 최초 8K 드라

마 단편영화를 5월 칸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15]. 이미 주연배우와 드라마 제목이 공표될 정도

이다. 또한, 미국 넷플릭스(Netflix) 사의 보도자료

에 따르면[16], 현재 드라마 ‘House of Cards’를

4K로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는 4K UHDTV 및 8K Super-HiVision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

며 콘텐츠의 빈곤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3DTV 사

례와는 다르다.

이렇듯 한국의 UHDTV 지상파 실험방송은 국내

외 초고해상도 실감방송 분야 기술 개발 및 상품개

발 분야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게다가 세계 최

초로 4K 콘텐츠를 6MHz 전송에 성공하였다는데

그 성과도 작지 않다. 지상파 방송 기술의 발전은

실험국 전파발사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따라서 실험국 허가의 목적인 ‘국내 기술 발

전’에 KBS와 지상파 방송사가 기여할 수 있게 된

점 또한 의미가 있다.

VI. 향후 계획

1. 제2차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 실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관악산송신소의 제1차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2013년에 제2차 실험방송을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

신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 현재 DTV주파수 재배

치기간으로 UHF 대역 채널66번이 사용이 가능하

며, 제1차 실험방송에서도 해당 채널에 의한 혼신

등이 보고된 바가 없다. 다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과

업무분장의 과정에서 제2차 실험방송에 대한 허가

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13년 상반기 중에 실험

방송 재개가 가능할 것이다.

KBS는 2013년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제2차

400W급 4K 60프레임 실험방송을 추진할 계획이

며 본 실험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항목에 대

한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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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 UHDTV 전파전파 특성 분석

(UHF 6MHz 대역에 대한 4K-30 프레임 및

4K-60 프레임)

•송신점 중심 4방향/8방향 전계레벨 조사

•100W/400W 공중선전력에 대한 가시청범위

조사

•4K-60프레임에 대한 최소수신전계레벨조사

- 제작/송출/송신 시스템간 신호체계 정합실험 :

시스템 간 신호전송 안정화 방안 확보

- 4K-60프레임, 10비트, 35Mbps, CBR지원

HEVC IS 버전 부호화 / 복호화 적용

- 4K-60프레임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

HDMI 1.4 x 2 또는 HMDI 2.0 적용

- 멀티채널 오디오(5.1채널 이상)의 부호화/복호

화 적용실험

- 4K-60프레임 콘텐츠 제작

- 4K-60프레임 콘텐츠 워크플로우(Workflow)

개발 및 최적화 : 편집/색보정/후처리 등

2. 향후 UHDTV 추진로드맵

현재 지상파 UHDTV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미

래창조과학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17],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공

동으로 지상파 방송사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KBS는 실험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각

기관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 2012년부터 2014년의 3

년이다. 4K UHDTV 실험방송, 기술표준 및

주파수 검토, 기반기술연구, 실험방송, 2014년

FIFA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실험 중계 등이 주

요 내용이다. 

- 제2단계는 진입단계로 2015년부터 2017년의

역시 3년이다. ATSC 3.0 및 FOBTV(Future

of Broadcast Television)의 표준화 계획과 연

계하고 있으며 UHDTV 전송방식 및 전송표준

별 비교실험, 한국형 지상파 전송방식 결정 및

표준완성, 주파수배치 연구, 기반기술연구가

포함되어 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8K

UHDTV 시험서비스 준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본방송을 준비하는 제3단계는 도약단계로 평

창동계올림픽 시험서비스 이후 적절한 제작시

설과 방송망을 구축하여 2018년 이후 본방송

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본방송까지는 중간의 변수가 많아 연도를

확정할 수 없으나 대략 2020년 경에 국내 UHDTV

본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VII. 맺음말

KBS는 실험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실

험국 허가취득, 송수신시스템 구매 및 시설 구축,

마이크로웨이브 확보, 실시간 디코더 개발, 디스플

레이 시스템 구축,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이동

측정 시스템 구축, 실내테스트, 필드테스트 등을 주

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수신신호 확

보를 위해 자사 연구동 옥상에 UHDTV 실험방송

전용의 수신점을 시설하였다. 더불어 보다 다양한

DVB-T2 수신기를 구매하여 비교실험을 진행하였

다. 이를 통해 향후 UHDTV 자체 전송규격 연구개

발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

히 UHDTV 관련 시스템 요구사항과 주요 설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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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를 도출하여 향후 차세대 전송시스템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의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은 2013년 미

국 CES쇼에서 화제가 되었고, 일본 총무성의 2014년

도 4K UHDTV 위성방송 계획 발표에 대한 단초가

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UHDTV 지상파 실험방송에까

지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UHDTV의 최강국인

일본이 가장 큰 자극을 받았으며 과거와 비교하여 더

욱 UHDTV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의 UHDTV 선진국을 능

가할 만한 특별한 기술이나 투자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700MHz의 주파수 문제로 정부에서

이 분야 진흥에 소홀한 정황도 있다. 향후 방송 및

연관분야 파급효과가 막대한 분야인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주파수와 같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 현재 가전분야에서 국내 가전사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으나 UHDTV 분야에서는 다시 일본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며, 중국도 이 분

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적인

지원만 있다면 미래 창조적인 신성장 동력이 되어

UHDTV분야 전송장비, 방송제작장비, 헤드엔드 장

비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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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 1996년 1월 ~ 현재 : KBS 기술연구소 실감방송연구팀 수석연구원
- 주관심분야 : UHDTV, 3DTV, 하이브리드 TV, 고효율 영상압축

함 상 진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1998년 8월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 2001년 7월~현재 : KBS 기술연구소, 현 실감방송연구팀 선임연구원
<주관심 분야> 고효율 영상압축, 영상 신호 처리, UHDTV/3DTV 제작 기술

전 성 호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공학학사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2007년 3월 ~ 현재 : KBS 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
- 2011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
- 주관심분야 : UHDTV 지상파 전송시스템, MIMO-OFDM 전송 기술

필 자 소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