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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방송기술의 발달은 HDTV방송 시대를 넘어서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방송 시대를

향하고 있다. HDTV 해상도(1920x1080)의 4배 해

상도(3840x2160)를 가진 4K-UHDTV를 비롯하여

16배 해상도(7680x4320)를 가진 8K-UHDTV 카

메라와 디스플레이가 각종 전시회를 통하여 소개되

고 있다. 국내 가전사의 UHDTV 기술은 이미 84인

치 4K-UHDTV의 예약판매를 실시할 정도로 상용

화되었다. 그 외에도 초대형 110인치 UHDTV를 전

시하고 있으며, OLED UHDTV와 무안경식  UHD

3DTV도 개발하고 있다.

1995년 일본에서 Hi-Vision이라는 이름으로 시

작된 초고화질 TV를 향한 노력은 2002년 HDTV보

다 뛰어난 화질의 4K-UHDTV 시연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의 8K-UHDTV인 Super

Hi-Vision까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와 프로젝터를

개발해 왔으나 지상파 전송방식은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과거 일본이 지금의 HDTV 개발에 앞장서고

도 위성을 통한 아날로그방식으로 Hi-Vision방송

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HDTV 전송관련 세

계표준에서는 유럽과 미국보다 뒤지는 정책실패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때 확보한 HDTV 원천 기술과

끝없는 노력 때문에 지금의 UHDTV 카메라와 디스

플레이 개발에도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UHDTV 카메라에서 후발주자인 미국은 기존의 영

화 제작에서 사용하던 렌즈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디지털영화 촬영에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UHD 시

네마 카메라를 개발하고 후처리 시스템에 기술을

집중시킴으로써 UHD 시네마와 콘텐츠 시장 활성

화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UHDTV 디스플

레이는 최근 한국과 중국의 가전사들이 대형

UHDTV와 OLED TV개발을 서두르고 상용화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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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점차 일본을 앞서기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

연구와 실험만으로 진행되어 오던 UHDTV방송의

빠른 상용화를 독촉하고 있다. 

앞으로 UHDTV방송의 상용화와 시장경쟁 시대

에 들어서면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는 전송

방식 선택과 주파수 활용의 효율화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시청자의 호응과 편리한 수신환경 제

공 역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러므로 UHDTV 초고화질 영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자면 효율적인 압축기술이 필요하고, TV채

널의 제한된 주파수 폭에서 기존보다 효과적인 데

이터 전송과 높은 수신 능률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

운 전송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 효율적인 주파

수 이용을 위하여 SFN(Single Frequency Network)

단일주파수망 전송기술도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전송방식과 효율적 주파수 활용 및

수신환경 개선 목표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바로 충분한 UHDTV 방송용 주파수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2012년 12월말 DTV전

환이 막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HDTV방송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현재의 HDTV 품질만으로도 충분히 시

청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만족할 수 있으므로

UHDTV 품질만 가지고 시청자의 호응과 UHDTV

구매를 이끌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UHDTV 수신

방법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며, 난시청해소에 유

리하고, UHDTV 수상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장비와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쉽게 시청할 수 있으

며, 가변 HD다채널 방송 허용으로 다양한 채널과

데이터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의외로 보급과

확산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

로 처음부터 4K-UHDTV 고품질 영상뿐만 아니라

편리한 수신 환경까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

키고, 향후 8K-UHDTV마저 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파수 확보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방

안 준비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UHDTV기술 동향 및 국내 방송용주

파수 배치와 여유대역을 알아보고, 품질과 수신환

경 및 향후 8K-UHDTV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효

율적 주파수 활용과 수신환경 구축방안을 제시한

다.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HDTV방송 서비스

의 구현을 가능케 하고, 시청자 문화와 방송의 미래

를 발전시키며, 방송장비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세

계화를 비롯하여 의료, 교육, 영화 등 다양한 분야

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10MHz 폭의 채널

선택과 UHDTV 방송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UHDTV방송 관련 기술 동향

1. UHDTV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2013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

제품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서 국내 가전사를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 가전사들은

OLED TV와 UHDTV를 전시하였다. 8K-

UHDTV(7680x4320)는 일본 샤프에서 전시하였으

며, 소니와 파나소닉은 나란히 56인치 OLED와 접

목된 4K-UHDTV(3840x2160)를 전시하였다. 국내

업체 LG와 삼성은 각각 84인치, 85인치 4K-

UHDTV를 내놓았고, 삼성은 110인치 4K-UHDTV

도 전시하였다. 84인치와 85인치 UHDTV는 이미

국내외에서 예약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기술

은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고화질 OLED TV도 국

내 가전사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표한 <그림 1>

과 같은 곡면형 55인치 커브드 OLED TV 전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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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고, 향후 OLED UHDTV 출시도 곧 이루어질

것임을 예시하고 있었다. 국내 가전사의 OLED TV

역시 예약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중국 업체들은 OLED TV 대신 UHDTV에 초

점을 맞추어 하이신, TCL 등이 110인치 4K-

UHDTV를 선보였다. 또 하이얼과 청홍 등 다른 중

국 업체들도 85인치 UHDTV를 전시하였다. <그림

2>는 디스플레이서치가 전망하는 2016년까지

OLED TV 및 UHDTV 시장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업체가 내 놓은 UHDTV에 사용된 IPS(In-

Plan Switching) 기술은 기존 TFT-LCD의 단점인

좁은 시야각과 낮은 색 표현력을 개선하기 위해 만

들어진 기술이다. IPS기술은 초기에는 느린 속도가

약점이었지만 S-IPS, H-IPS 등의 변화를 거쳐 현

재 AH-IPS(Advanced High performance-IPS)

방식까지 나와 있다. 이 AH-IPS 방식은  빠른 응

답속도를 자랑하고, 백라이트로 인한 빛 샘 현상도

줄어들었고, 액정 투과율 또한 기존 IPS 패널보다

좋아져서 밝기와 소비전력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다만 백라이트 기반으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OLED보다 어느 정도 이상의 두께를 가지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명암비 면에서는 제약이 따른다. 그

외에 최근 OLED 디스플레이에는 AMOLED

<그림 1> CES2013, 국내 가전사의 곡면형 OLED TV (출처 : ZDNet)

<그림 2> OLEDTV 및 UHDTV 시장 전망 (출처 : 디스플레이서치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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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즉,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이 많이 사용된

다. 이 방식은 백라이트로 밝기가 결정되는 TFT-

LCD에 비해 각각의 소자가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러

므로 잔상이 없고, 명암비가 우수하며, 시야각 면에

서도 매우 우수하다. 그 외에도 백라이트가 없기 때

문에 매우 얇아질 수 있고, <그림 1>과 같이 휘어지

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도 유리하다.

그리고 필요 없는 픽셀은 아예 꺼버리므로 전력 소

모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전력 소모는

화면이 나타내는 밝고 어두운 영상 분포에 따라 다

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 밖에 방송용 UHDTV 모니터로는 국내 제조업

체 티브이로직이 56인치 4K-UHDTV를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소니와 Eizo도 방송용 4K-UHDTV를

판매중이다. 한편 UHDTV와 관련하여 새로운 움

직임이 모바일 이동통신 전시장에서 일어났다. 최

근 2013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Mobile World Congress)2013에서 퀄컴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차세대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모바일기기에서 4K 비디오 촬영과 최대

2560x2048 해상도까지 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스

마트폰을 내 놓았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방송서비

스 기술은 3GPP의 MBMS(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기술과 Mobile WiMAX(WiBro)

의 MCBCS(Multi-Cast/Broad-Cast Service) 기

술이 제시되고 있다. 3GPP에서는 이러한 MBMS를

Release 6에서 처음으로 정의하였으며 LTE에서는

단일주파수 네트워크(SFN)을 사용하여 주어진 기

간 동안 여러 개의 Cell로부터 전송될 수 있는 동기

화된 Multicast/ Broadcast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진화된 eMBMS(evolved MBMS)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WiMAX와 LTE망을 이용한

IP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향후 모바일 IPTV 시

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 UHDTV 전송 실험 동향

이미 3DTV에서 경험하였지만 아무리 훌륭한 디

스플레이가 개발되어도 콘텐츠 없이는 성공하기 힘

들며, 전송방식 또한 일찍부터 연구되어야 효과적

인 대국민 서비스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아직

UHDTV방송을 위한 전송방식이 따로 제정된 것은

없지만, 당장은 HD다채널방송을 위해 사용되고 있

는 유럽의 DVB-T2방식이 2012년 10월부터 국내

KBS의 UHDTV 실험방송에 이용되고 있으며,

2013년 2월 미국 FCC는 볼티모어에서 싱클레어 그

룹의 WNUV-TV가 DVB-T2 전송방식를 이용하

여 6개월간 UHDTV 전송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였다. 

한편 일본은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파의 편파를

이용한 UHDTV 전송실험이 몇 차례 있었다. 2012

년에는 IP네트워크와 위성망을 이용하여 런던올림

픽 중계를 8K-UHDTV방식으로 일본까지 전송을

시연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ABU(아시아태평

양방송연합) 서울총회에서 2018년 위성을 통한

8K-UHDTV 실험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1월  CES 전시 이후 일본

총무성은 그동안 일본이 가지고 있던 UHDTV방송

실시 계획을 앞당겨 2014년 7월부터 방송사업자들

과 협력해 4K-UHDTV 방송을 브라질 월드컵대회

에 맞춰 위성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히고, 향후 점차

지상파 등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일본

이 8K-UHDTV가 아닌 4K-UHDTV 방송을 언급

한 것과 실시 시기를 앞당긴 것은 일본의 UH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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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에 있어서 큰 변화로 받아지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에 수립한 ‘̀10대

유망 방송통신 서비스 전략’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2013년 천리안 위성을 통해 4K급(3840×

2169) UHDTV 방송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시범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

본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 지상파방송사

는 UHDTV 방송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

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 빨리 UHDTV

방송을 상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미 2012년 4월 UHDTV방송

추진과 관련하여 서로 협약관계를 맺고 2012년 10

월부터 연말까지 KBS 관악산 중계소를 이용한

UHDTV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2012년 10월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KT스카이라이프는

천리안 위성을 통해 4K-UHDTV 방송 서비스 시

연을 하였으며, 국내 케이블TV CJ헬로비젼에서는

2013년 1월 채널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4K-

UHDTV방송을 실험하였다. 현재 국내 방송사들은

UHDTV 실험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주파수와 향

후 본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를 배정해 주기를 기

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3. UHDTV 전송 기술 동향

세계 각국의 방송사와 방송관련 단체가 UHDTV

를 위한 전송방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공동 모임

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1년이 원년이 된다. 2011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는 방송의 미래를 위해

ATSC, DVB, EBU, NAB, IEEE, ETRI, PBS,

NHK, CRC, NERC, Rede Globo 등 방송관련 중요

단체 및 연구소가 참가한 가운데 FoBTV(Future of

Broadcast Television)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지상

파 방송의 미래를 위한 공동전략 개발을 주제로 논

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래의 방송 생태계 모델

을 개발하고 새로운 표준 마련을 위한 FoBTV 협력

기구가 설립되었다. FoBTV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

용한 UHDTV 전송방식을 연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최근 UHDTV 방송을 위해 새

로운 ATSC3.0 전송방식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공

모에 들어갔다. ATSC에서는 UHDTV 전송과 모바

일 수신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방송

기술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1차 초기 제안

은 2013년 8월 13일 까지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다.

유럽에서도 DVB는 DVB-S2, DVB-C2, DVB-T2

규격을 HEVC 코덱 도입과 UHDTV 규격까지 확장

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4. UHDTV 카메라 기술 동향

UHDTV 콘텐츠는 이미 KBS에서 드라마 ‘추노’

를 비롯하여 ‘전우’의 일부와 ‘공주의 남자’와 ‘각시

탈’ 등을 제작하였고, MBC는 ‘아랑사또전’을 4K-

UHD카메라로 제작하여 HDTV급으로 다운하여 방

송한 예가 있다. 그 외에도 4K-UHD카메라를 이용

한 영화와 광고와 뮤직비디오 등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UHD카메라는

일본 NHK와 소니가 스튜디오용 UHD카메라에 역

점을 두고 개발하였지만, 후발 주자인 미국의 RED

는 디지털 시네마 촬영을 위하여 기존 영화제작에

사용하던 렌즈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몸체가 가벼

운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UHD 카메라는 라면박스와 같은 커다란 몸체

의 방송용 카메라에서 탈피하여 가정용 캠코더와

비슷한 크기의 UHD 시네마 카메라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카메라의 특징은 촬상소자에 착상된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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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Raw Data)만 받아들이고 세밀한 밝기와 색

상 조정 등 제작자의 요구사항은 후처리 컴퓨터에

다양한 툴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함으로써 본체

의 부담과 무게를 줄이고 있다. 지금은 손바닥 크기

정도의 UHD 시네마 카메라도 등장하고 있다. 그

후 일본도 소니, 파나소닉, JVC, 캐논 등에서 소형

화된 UHDTV카메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부피가 작

은 UHD카메라와 ENG카메라가 출시되고 있다. 특

히 개인용 DSLR(Digital Single-Lens Reflex) 카

메라도 UHD 센서를 탑재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UHD 카메라를 위한 촬상소자는 1998년부터

NHK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어 CCD(Charged

Coupled Device) 기술을 이용한 초창기 830만 화소

촬상소자가 개발되었다. 2002년 CCD의 단점인 응답

속도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촬상 소자를 개발하

였다. 그 후 2006년 Red와 Blue에 각각 1장과

Green에 2장의 830만 화소 촬상소자를 배치하는 4

장의 촬상소자에 의한 Dual Green(DG) 방법으로

3300만 화소(7680x4320)에 달하는 8K-UHD카메

라를 개발하였다. DG방법은 인간은 RED와 Blue보

다는 Green의 해상도에 따라 영상의 선명도를 인

식하기 때문에 Green에 두 개의 촬상소자를 배치

하여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후

2008년 진정한 Red, Blue, Green에 각각 3300만

화소를 배치할 수 있는 Full-UHD 카메라가 개발

되었으며, 2012년 단판식 촬상소자가 개발되어 무

게와 부피를 대폭 줄인 휴대형 UHD 카메라와

DSLR UHD 카메라의 구현이 자유롭게 되었다.

5. UHDTV 인터페이스 기술 동향

UHDTV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려면 기존 HDTV

보다 데이터 용량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기존의 인

터페이스로는 전송이 어렵고, 기존 케이블에 의한

전송거리도 짧아진다. 콘텐츠 제작과 편집 장비간

<그림 3> DG방식에 의한 8K 카메라와 프로젝터 시스템 (출처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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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전송이나 다른 장소까지 대용량 데이터 전달

을 위해서도 새로운 인터페이스 규격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에 HD전송에 사용하던 인터페이스는

HD-SDI(HD-Serial Digital Interface) 규격이다.

이 규격은 약 1.5Gbps의 1080/60i HDTV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보통의 동축케이블로 약 100m

정도 전달할 수 있다. 그 후 3DTV와 Full-HD급

1080/60p 영상 전송을 위하여 전송용량을 2배로

늘린 3Gbps 전송용 3G-SDI규격이 마련되었다. 기

존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면 전송거리는 약 60~70m

정도로 짧아진다. UHDTV는 HDTV 1.5Gbps보다

최소 4배 이상 혹은 16배 이상 소스 용량이 증가하

게 된다. 현재 SMPTE는 10Gbps까지 데이터 전송

이 가능한 10G-SDI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

한 전송 규격은 동축 케이블에 의한 전송은 어렵고

광 케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표 1>은 SDI 규격과

전송 비트레이트를 보여준다.

한편 가정용 AV기기의 UHDTV로의 진화를 위

하 여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규격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다. HDMI

는 개인용 컴퓨터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인 DVI를 AV 전자제품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2002년 12월에 HDMI 1.0 사양이 결정된 이후 현재

1.4a 규격까지 완성되어 있다. 현재 HDMI 1.4 버전

부터는 3840×2160, 4096×2160 해상도의 4K 영

상을 지원하고 있다.

III. HEVC 압축기술과 DVB-T2
전송기술의 특성

1. 압축 코덱 표준화 동향

지금까지 지상파 HDTV 방송과 DVD 등에는 압

축기술로 1994년 ISO/IEC에서 제정한 MPEG-2

표준을 사용해 왔다. 국내 HDTV 전송방식 ATSC

에서는 MPEG-2 압축 19.39Mbps를 전송하게 되

어 있다. 그 후 2004년 ISO/IEC의 MPEG과 ITU의

VCEG가 공동으로 제정한 H.264압축표준이 인터

넷과 멀티미디어기기를 비롯하여 DMB, IPTV, 위

성방송, 케이블방송 등 대부분의 동영상 전송과 저

장장치에 사용되고 있다. H.264는 MPEG-2보다

압축 효율이 2배 정도 좋으므로 빠르게 확산되어 최

근에는 방송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영상장비에 적용

되고 있다. MPEG-2를 사용하던 DVD도 H.264 압

축을 사용하는 블루레이로 대체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은 2013년 1월 25일 ITU의 VCEG

Standard Name Bit rates Example 

SMPTE 259M SD-SDI 270Mbit/s, 360Mbit/s, 143Mbit/s, 177Mbit/s 480i, 576i

SMPTE 344M ED-SDI 540Mbit/s 480p, 576p

SMPTE 292M HD-SDI 1.485Gbit/s, 1.485/1.001Gbit/s 720p, 1080i

SMPTE 372M Dual Link HD-SDI 2.970Gbit/s, 2.970/1.001Gbit/s 1080p

SMPTE 424M 3G-SDI 2.970Gbit/s, 2.970/1.001Gbit/s 1080p

SMPTE 435 10G-SDI Max. 8 SMPTE 292M stream 지원 4K UHD

<표 1> Serial Digital Interface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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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ding Expert Group)가 ISO/IEC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과 공동으로

H.265(ISO/IEC 23008-2) 표준으로 승인하였다.

HEVC 표준은 벌써부터 많은 분야에서 기대하고

있는 고효율 압축기술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HEVC는 MPEG-2보다 4배의 압축효과가 있고,

H.264 AVC보다 2배의 압축 효과가 있다고 하여

기대가 크다. HEVC는 8K,  8192x4320/120p 해상

도까지 부호화가 가능하도록 profile과 level을 가지

고 있다. 

MPEG-2는 4K-UHDTV 해상도의 영상을 압축

할 수 있는 profile과 level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

면에 8K-UHDTV 해상도를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은

HEVC가 유일하므로 미래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HEVC압축이 바람직하며, 계층부호화기술인

SVC(Scalable Video Coding)기술 등과 연계하여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능도 동일한 비트율에서

객관적 화질평가는 45% 이상, 주관적 화질평가는

50% 이상 H.264보다 HEVC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콘텐츠 다중화기술 규격의 경우 기존 HDTV와

T-DMB 등에서 사용하던 MPEG-2 TS(Transport

Stream)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매체 등

과 호환이 용이한 IP 패킷 등을 사용할 수 있고,

DVB-T2에서 사용하는 T2MI와 같은 별도의 다중

화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2. DVB-T2 전송방식

DVB-T2는 BBC, ITV 등 영국 5개 방송사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Freeview-HD’ 방송용으로 개발

하였다. ‘Freeview-HD’는 H.264압축을 사용하여

8MHz 한 채널에 HD프로그램을 5~6개를 다중화

시켜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4K-UHDTV가 HDTV의 4배 이상의 해상도가 목표

라고 한다면 DVB-T2는 UHDTV 전송방식으로 사

용이 가능하다. DVB-T2 개발 당시 UHDTV에 대한

규격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MPEG-2 TS를 사용

하여 HEVC 압축을 태울 수 있다면 UHDTV 전송방

식이 될 수 있다. 이미 2012년 10월 KBS는 DVB-

T2 전송방식과 HEVC 압축 코덱을 사용하여 4K-

UHDTV 실험방송을 실시한 바 있다.

1) DVB-T2 전송기술 특성

● DVB-T2 기술은 OFDM(Orthogonal Fre-

quency Division Modulation) 변조를 사용하

므로 다중신호에 강인하여 SFN(Single Fre-

quency Network) 전송망 구성에 유리하다. 

● 디지털변조 방식도 QPSK, 16QAM, 64QAM

뿐만 아니라  256QAM변조도 추가되어 최대

한 전송용량을 늘릴 수 있다. 

● OFDM 캐리어 모드로 1K, 2K, 4K, 8K, 16K,

32K 모드가 있어 32K모드의 경우 심벌길이가

<그림 4> 영상 압축기술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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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ms 정도로 매우 긴 심벌유지시간을 유지

할 수 있다. 

● Guard interval 타임은 심벌유지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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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선택하여 캐리어 모드와 결합하면 송신기

간 최대이격거리와 최대 분해 가능한 Delay

Time을 구할 수 있다. 단 32K모드에서는 1/8

까지만 허용한다.

● FEC Code Rate는 1/2, 3/5, 2/3, 2/3, 3/4,

4/5, 5/6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우 강인한

LDPC와 BCH Code를 사용하고 있어 신호의

수신능률을  높이고 있다.

● 채널 주파수폭은 1.7, 5, 6, 7, 8, 10MHz 채널

을 선택할 수 있다.

● 다중 안테나 전송을 사용할 수 있어 다이버시

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MISO 규격이 있지

만 아직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 채널결합(Channels Bundling)으로 Super

Mux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아직 규정에는 없

다. 추후 추가될 예정이다. 

2) DVB-T2 전송용량과 신호 강인성

<표 2>에서 보듯이 동일한 수신률을 가진 C/N

비에서 DVB-T2가 다른 전송방식에 비해 30% 이

상 높은 데이터 전송능력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동일한 6MHz 채널에서 국내 전송방식 ATSC와 비

교해 볼 때 50% 이상 높은 전송 비트레이트를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만약 DVB-T2와 DVB-T 방식

으로 약 20Mbps의 동일한 비트레이트를 전송한다

Gaussian Noise DVB-T2 DVB-T ISDB-T ATSC

CNR = 20dB 35Mbps 21.8Mbps 18.8Mbps
19.39Mbps 

CNR = 22dB 41Mbps 23Mbps 23Mbps

<표 2> DVB-T2 전송성능 (6MHz대역 환산) (출처 : KBS)

<그림 5> DVB-T2 Data Rate와 C/N(dB) 관계(출처 : D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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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약 8dB의 C/N 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전송방식만 바뀌어도 동일한 비트레이트에

서 송신 출력을 약 5배 정도 더 올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C/N 비를 고정

한다면 <표 2>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 2>와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OFDM

의 특징은 대용량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비트레이

트가 높은 모드를 선택한다면 C/N 비 값이 높아져

수신률이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수신률을 높이기

위해 낮은 C/N 비 값을 선택한다면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레이트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수신 능률 C/N 값과 데이터 전송 비트레이

트 사이에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해야 할 요소가 있

으므로 두 가지 요소에서 절묘한 타협점을 찾는데

선택의 묘가 필요하다.

UHDTV 방송을 하자면 고품질 영상을 위하여 데

이터 전송 비트레이트를 높게 설정해야 하지만, 적

은 수의 송신기로 높은 수신 능률의 수신환경을 제

공하자면 C/N 비가 지금보다 더 낮은 값의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6>을 통하여

DVB-T, 64-QAM, 2/3 Code Rate, 1/4 GI

(8K) 모드 선택에서 19.3dB C/N 값과 19.9Mbps

값을 얻었다면, 비슷한 수신 능률 C/N 값이라면

DVB-T2, 256-QAM, 2/3 Code Rate, 1/8

Gi(16K) 모드에서 20.0dB C/N 값과  33.4Mbps의

<그림 6> DVB-T 와 DVB-T2 Data Rate와 C/N 값 비교(8MHz채널) (출처 : D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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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레이트 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렇게 DVB-T2 신호의 강인성은 LDPC(Low

Density Parity Check)와 BCH(Bose Chaudhuri-

Hocquengham)를 비롯하여 매우 다양하고 고효율

의 FEC(Forward Error Correction)을 사용하고 있

고, 성상도 회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선택성 페이

딩에 의해 셀이 심하게 손상될 경우에도 소실된 신

호를 복원하는데 강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DVB-T2는 회전 성상도 기법을 통하여 선

택성 페이딩 환경에서 약 5dB의 이득효과를 얻고

있으며, 그 외 Time과 Frequency Interleaving 기

술이 더해져 최소 30% 이상의 데이터 전송 비트레

이트 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IV. UHDTV 수신환경 구축과
주파수 활용

1. UHDTV 활용 가능한 주파수 

현재 국내에서 UHDTV 방송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우선 UHF대역에서 ATSC HDTV가

방송되고 있는 대역을 제외한 700MHz 대역

108MHz폭 주파수와 VHF대역 상위 채널에서 수도

권일 경우 DMB가 사용하고 있는 채널 2개를 제외

한 채널 5개 즉, 30MHz폭 주파수가 사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총 138MHz 정도가 아직 정확

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주파수이다. 

그러나 2012년 1월 방통위는 <그림 7>과 같이

‘모바일광개토 플랜’이란 이름으로 700MHz 대역

중 40MHz폭을 통신에게 할애할 것을 내부 의결하

였다. 정부는 700MHz대역 내에서 통신에게 할당

할 40MHz대역도 상 하위 20MHz씩 나뉘어 할당할

계획이어서 나머지 주파수를 방송이 사용한다고 하

여도 쓸 수 있는 대역은 약 55MHz폭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VHF 상위대역 5개 채널도 지역에 할

당된 DMB채널과 북한의 TV방송을 견제하는 재밍

채널이 있으므로 완전히 5개 모두 사용하자면 어려

움이 있다. 

현재 국내 HDTV 전송방식은 SFN이 안 되는

ATSC 전송방식으로 700MHz 이하 UHF 대역 모

두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난시청해소 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700MHz대역 주파수 없이

UHDTV 방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에는 주파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7> ‘모바일광개토 플랜’과 방송주파수 대역 현황 (출처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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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HDTV방송을 위한 주파수 활용 시나리오

1) 지상파 UHDTV방송 성공 요소

지상파 UHDTV방송이 성공하자면 고품질 영상

도 중요하지만 수신 능률 향상이 더 중요하다. 송신

기 수량도 현재의 ATSC 송신기 보다 적은 수의 송

신기 배치가 가능할 때 경영자의 투자 의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HDTV 신호

는 베란다 안쪽 혹은 창문 안쪽에서 수신이 가능할

정도로 수신능률이 좋아야 한다. 그러자면 C/N 비

값은 작은 값이 되어야 하고 전송데이터 비트레이

트는 줄여야 하므로 신중한 트레이드  오프 모드 선

택이 필요하다. 

일단 창문 안쪽까지 들어온 UHDTV 신호는 시청

자가 가정용 갭 필러를 사용하거나 액티브 안테나

를 이용하여 가정 내 UHDTV 수상기나 미디어기기

까지 무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무선 수신환경을 구

성할 수 있게 된다. 창문 안쪽까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전원 연결이 자유로워지고 소형 갭필러 혹은

액티브 안테나 사용이 쉽게 된다.

가정 내에서 무선 수신이 가능하게 되면 거실의

UHDTV 수상기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태블릿PC 혹은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무선으로 수

신이 되어 UHD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

다. 방송도 이동통신과 비슷한 무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지

게 되고,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게

된다.

2) 시나리오 1) 6MHz 채널폭으로 UHD 방송

만약 UHDTV 방송 채널을 기존의 6MHz폭의 채

널로 구성한다면 <그림 8>과 같이 지역국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4개의 주파수를 배정받아야 지역국

의 신호와 충돌 없는 SFN을 구성할 수 있다. 즉,

KBS1, KBS2, MBC, SBS 방송사는 지역국이 있으

므로 4개씩의 주파수가 필요하고 이 주파수로 나머

지 지역에 중복되지 않도록 재분배 한다. EBS와

OBS는 지역국이 따로 없으므로 1개의 주파수를 배

정받는다. 그러면 총 18개 채널이 필요하고,

108MHz폭의 주파수가 소요된다. 마침 700MHz대

역의 주파수 폭이 108MHz폭이므로 700MHz대역

을 UHDTV대역으로 지정하면 문제는 간단해 진다. 

그러나 <그림 9>와 같이 권역 내 SFN 망 구성방

법으로 위치가 높은 중심 송신소에서 방사하는 F1

주파수를 받아서 권역 내 다른 중계기와 갭필러는

모두 F2 주파수로 재전송한다면 2개의 주파수에 의

한 SFN 구성방법이 된다. 이 경우는 총 36개 채널

이 필요하고 주파수도 2배인 216MHz폭이 필요하

게 된다. 이 방법에서 시청자에게는 F1과 F2의 2개

채널이 도달할 수 있으므로 좋은 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방송국은 중심 송신기까

지만 프로그램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그 외 송신기

는 F1 신호를 받아 F2로 재송신 한다. 결국 이종채

널 변파 중계기이므로 동일채널 에코 캔슬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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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없고 안테나 설치도 자유로워 필요한 곳 어디에

나 쉽게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어 넓은 지역 SFN

구성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6MHz 채널 폭 방법에서 UHDTV방송 품

질을 4K-UHDTV, HEVC 압축, 60프레임으로 목

표를 잡는다면 약 32Mbps정도의 전송비트레이트

가 필요하다. 만약 화소당 8비트가 아닌 10비트 샘

플을 적용한다면 35Mbps 이상 필요하다. 그렇다면

FEC Code Rate 및 QAM변조 선택과 기타 수신률

관련 선택 모드에서 불리해지므로 기존 ATSC보다

더 높은 C/N값이 요구되어 송신기 개수가 더 필요

하게 되며, 기존 아날로그방송과 ATSC방송의 옥외

수신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신환경에서 불리

한 방송이 되고 만다. 

만약 향후 8K-UHDTV방송을 실시하게 된다면

데이터 용량이 HDTV의 16배나 늘어나므로 6MHz

채널만으로는 채널 폭이 부족하다. 그때는 MiMO

(Multi Input Multi Output) 다중 안테나 송수신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림 10>과 같이 채널 본딩

(Channel Bonding)방법으로 전송데이터 비트레이

트를 늘리고, FEC도 강력하게 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채널 본딩을 하자면 기존의 DTV 대역의

ATSC방식과 결합해야 하므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전송방식의 결합은 더욱 어렵고 수상기도 복잡해질

뿐 아니라 완전한 8K-UHDTV 구현은 ATSC방식

HDTV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

으므로 방송의 미래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큰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채널 본딩 8K-UHDTV 전송 모델

<그림 9> 2개의 주파수에 의한 SFN 전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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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2) 8MHz 채널 폭으로 UHDTV 방송

만약 UHDTV방송 채널 폭을 8MHz로 방송하게

된다면, 6MHz 채널 사용 보다는 UHDTV 품질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수신 능률도 좋아질 수 있지

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쪽 모두를 완전히 충족시

킨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게 된다. 또 8K-

UHDTV를 실행하기에는 여전히 주파수폭이 부족

하다. 초기 지역국을 배려한 SFN망을 구성하자면

18개 채널 224MHz폭의 대역이 필요하게 된다. 특

히 2개의 주파수에 의한 SFN구성을 한다면 그 2배

의 주파수를 구하기가 어렵고, 훗날 채널 본딩을 한

다고 생각하면 더욱 복잡해진다. 

4) 시나리오 3) 10MHz 채널 폭으로 UHDTV

방송

만약 10MHz 채널 폭으로 UHDTV 방송을 하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도 세계에서 최고의 UHDTV 품질과 최고의 수신능

률을 가진 UHDTV방송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될 것

이다. 그러므로 가장 적은 수의 송신기로도 충분히

직접수신환경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또, 4K-

UHDTV방송 뿐만 아니라 향후 8K-UHDTV를 시

행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의 채널 요구나 채널본딩

혹은 복잡한 MIMO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10MHz 채널 폭은 DVB-

T2 규격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송수신기 제작에

도 무리가 없을 것이며 국산화와 세계화에서 우리

나라가 앞장설 수 있게 된다. 

초기 SFN 구성에는 지역국까지 모두 수도권에

배정된 2개의 주파수로 전국 SFN을 구성한다. 즉

방송사당 2개의 주파수로 전국 SFN을 하게 되고,

지역국 로컬프로그램은 HD-다채널 서비스 혹은

UHD-다채널 서비스의 서브 채널과 시간 배정을

받아 전국 서비스로 해결한다. 지역국의 UHDTV

채널 배정은 ATSC HDTV방송이 종료한 후

700M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재할당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10MHz 채널 폭으로 KBS1, KBS2, MBC,

SBS, EBS, OBS 6개 방송사가 각각 2개의 주파수

에 의해 우선 전국 SFN을 구성한다고 하여도 총

120MHz폭의 주파수가 필요하게 된다. 120MHz 주

파수 폭이라면 700MHz대역 주파수 108MHz폭과

VHF 상위채널 30MHz를 합친 138MHz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주파수 소요량이 된다. 

700MHz대역과 VHF 상위대역을 이용한 좁은 대

역의 군집 된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가정용 갭 필러

및 소형 중계기의 증폭앰프를 매우 값싸게 만들 수

있어 직접수신환경 구축과 가정 내 무선환경 구축

에 매우 유리하게 된다.

10MHz 채널 폭 UHDTV는 4K-UHDTV의 최상

의 품질과 최고의 수신능률을 제공하게 되고, 8K-

UHDTV도 쉽게 수용이 가능하게 되며, 시청자 직

접수신과 송신에서 수신까지 End-to_End 무선환

경 구성에 매우 유리한 방안이 될 것이고, 방송장비

산업과 초고화질 콘텐츠 산업 모두에 유리하게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현재 디스플레이 수출 선두 국가이

다. 또 UHDTV와 OLED TV 등 고화질 디스플레이

양산 기술력에서도 선두에 서 있다. 반면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신 시청자

는 10%에도 못 미치는 유료방송 의존형 국가이기

도 하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보았을 때 UH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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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조기 도입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도움

을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신환경의 개선 없

이는 지상파 UHDTV 시청자와 UHDTV 구매자 확

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UHDTV 방송의 성공요소로 방송 품질과 수신 능

률이라고 봤을 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

는 방법은 10MHz 채널 폭으로 UHDTV방송을 구

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만약 10MHz 채널 폭 방

법이라면 세계 최고의 4K-UHDTV 구현은 물론이

고 최상의 수신 환경과 8K-UHDTV 구현도 쉽게

이룰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강력한 FEC Code Rate

와 QAM변조 및 기타 유리한 모드 선택이 자유롭

게 되므로 송신기에서 수상기까지 End-to-End를

무선에 의한 수신환경 구축에 유리하게 된다, 그리

고 700MHz대역과 VHF 상위대역의 군집된 주파

수 활용으로 소출력 중계기 및 가정용 갭 필러의

증폭앰프 제조 원가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즉

시청자와 방송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과 콘

텐츠 산업 등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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