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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UHDTV 방송장비 기술

4K UHDTV 송수신 장비 개발 및 실험
방송 현황
□ 전성호, 김상훈, 조인준, 김정덕, 김병선, 서종수* / KBS, *연세대학교

Ⅰ. 서 론

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14년 4월 5일에
는 <그림 1>과 같이 실시간 4K-UHDTV로 제작된

2014년 현재, 방송기술의 핵심 화두는 ‘UHDTV’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국내 최초로 서울역 대

이다. 기존 비실시간 UHDTV 실험방송을 실시한지

합실에 전시되어 일반 시민들이 더 가까이서

불과 일 년 남짓 만에 실시간 UHDTV 실험방송으

UHDTV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1]. 이제는 실시간

로 큰 축이 이동하였다. 디스플레이 가격도 꾸준

HEVC 인코딩된 스포츠 경기를 지상파 온에어 신

히 하락하고, 다양한 크기의 모델 라인업이 소비

호로 전송하고 수신하여 보여줄 수 있는 실시간

<그림 1> (좌) 세계 첫 UHD 생중계 실험방송 구성도 (우) 서울역 전시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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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TV 방송 단계로 진입하였다.

ATSC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4K UHDTV 실험방

본 원고에서는 4K UHDTV 지상파 전송 사례

송에는 DVB-T2 표준을 사용[4]할 정도로, DVB-

를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

T2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

다. 실험방송을 실시한다는 것은 개별 장비들의

법이다.

발전과 더불어 장비들 간의 정합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실험방송을 통해서 얻은 시행착
오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본 방송을 순조롭게

1. 우리나라, 세계최초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

준비할 수 있고,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다른

전 세계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 경쟁을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촉발시킨 시작점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이다. 세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하는 경쟁을 펼치고 있

계 최초로 도전하여 성공한 우리나라 UHDTV 실

다.

험방송은 201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실험방송과, 2013년 5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차 실험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단언컨대, 실험방

Ⅱ. DVB-T2 표준에 기반을 둔 4K
UHDTV 실험방송

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와
KBS를 비롯한 방송 4사, 국내 가전사들의 협력의
결실이다. 1차 실험방송과 2차 실험방송에서 사용

현재 ATSC 표준화 기구에서는 차세대 전송표준

된 전송 파라미터는 <표 1>과 같고, HEVC 코덱으

으로써 ATSC 3.0 규격을 제정하고 있기는 하나[2],

로 압축된 4K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 최소

현존하는 지상파 방송 표준에서 UHDTV를 전송하

25Mbps에서 최대 36.5Mbps까지 실험방송에 운

기 위한 최소한의 전송률 25Mbps를 달성할 수 있

용되었고, <그림 2>와 같이 필드테스트 반경도 1

는 표준은 DVB-T2가 유일하다[3]. 이 때문에

차 실험방송 때 5km였으나, 2차 실험방송에서는

<그림 2> (좌) 1차 실험방송 때, 관악산송신소 반경 5km 필드테스트 지점 (우) 2차 실험방송 때, 관악산송신소 반경 10km부터 52km까지 필드테스트 지점

28 방송공학회지 1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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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VB-T2 기반 4K UHDTV 실험방송 전송 파라미터 비교

우리나라 1차 2차
실험방송
FFT Size

32K Normal (6MHz)

DVB-T2 + Lite

프랑스 SFN

16K (8MHz)

16K (8MHz)

미국 CES2014
데모

우리나라
3차 실험방송
(2014년 4월현재)

32K Extended (6MHz) 32K Extended (6MHz)

Pilot Pattern

PP7

PP7

PP4

PP4

PP4

GI Fraction

1/128

1/128

1/32

1/32

1/32

256-QAM

256-QAM

256-QAM

2/3

2/3

5/6

약 26

35.6

MOD

(2차)
(1차)
64-QAM, 256-QAM
256-QAM
256-QAM

COD

3/4,4/5,5/6

Bit Rates [Mbps]

4/5, 5/6

32.8~36.5
26.5, 36.9

4-QAM

2/3

1/2

25.24
(UHD)

1.02
(Mobile)

약 25
(UHD)

약4
(HD)

10~52km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5][6][7].

UHDTV 1채널과 Mobile HD 1채널을 보내는 실내

우리나라의 실험방송 구성은 CES2013 전시에서

온에어 시연을 실시하였다[9][10]. 이번 데모에는

실내 온에어 시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BBC, Arqiva 등은 물론 Samsung, LG, Sony와 같

수 있게 하였다[8].

은 제조사들이 참가하여 유럽 국가들의 4K UHDTV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고정형 방송

2. 유럽, SFN 기반 비실시간 4K UHDTV
+ HDTV 동시 실험방송

과 이동형 방송의 공존 가능성과 다채널 서비스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서버
컴 퓨 터 로 구 동 하 던 Decoding 과 정 을 미 국

2013년 9월 중순에 열린 IBC2013에서는 <그림 3>

Broadcom 사의 DVB-T2 칩셋과 HEVC Decoder

과 같이 유럽의 방송 표준 단체인 DVB에서 DVB-

칩셋을 활용하여 시연함으로써, 수신부는 이미 상

T2와 DVB-T2 Lite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여

용화가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였다.

<그림 3> (좌) IBC2013에서 DVB에서 시연한 4K-UHD와 DVB-T2 Lite 기반 모바일 동시 방송 모습 (우) 데모에 기여한 회원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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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위) 프랑스 SFN(단일 주파수 방송망) 실험방송 장비 구성도 (아래) 프랑스 Rennes 지역의 UHDTV 실험방송 커버리지

프랑스에서는 2013년 10월에 프랑스 테니스 오픈

HDTV 1채널을 DVB-T2의 Multiple PLP 기술을

기간에 4K UHDTV 지상파 전송을 위해 <그림 4>

적용하여 전송하는 데 성공하였다[11]. 프랑스 실험

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여, UHDTV 1채널과

방송에서는 세계 최초로 Rennes 지역에서 DVB-

30 방송공학회지 1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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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단일 주파수 방송망(SFN; Single Frequency

8월 15일까지 6개월간의 1차 실험방송과, 2013년 8

Network)를 구성하여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다는

월 29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의 2차 실험방송이

데 그 의미가 크다. SFN 기반으로 송수신이 가능

실시되었다. 미국 Sinclair 방송국에서 수행한 실험

하다는 것은 네트워크 구성 측면에서 UHDTV 서

방송은, <그림 5>와 같이 미국 볼티모어 지역에

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UHDTV 실험국을 설치하여 송신기 출력 36kW로

기 때문이다.

고출력 실험을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CES2014에서는 <그림 6>

3. 미국, 수신칩셋이 적용된 일체형 수상
기 기반 비실시간 실험방송

과 같이 삼성전자와 Sinclair 그룹이 공동으로 라스
베가스 Black Mountain 송신소에서부터 행사가
열리고 있는 LVCC(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까지

CES2013 전시가 끝난 직후인 2013년 2월 15일에

약 22km 거리 온에어 데모[12]를 보여주었고, 세계

FCC에서 전격적으로 DVB-T2 기반 필드테스트 허

최초로 수신기와 HEVC 복호기가 TV 수상기 내에

가를 내주면서 미국에서도 UHDTV 실험방송이 실

포함된, 마치 현재 DTV와 동일한 수신부 구성으로

시되었다[4]. 우리와 유사하게 2013년 2월 15부터

데모를 실시하였다. 그동안의 앞선 실험방송에서는

<그림 5> 미국 볼티모어 지역에서 실시된 1차, 2차 실험방송 제원

2014년 4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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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좌) CES2014 온에어 시연을 위한 라스베가스 Black Mountain 송신소 및 제원 (우) 전시장 설명 판넬

수신기(Demodulator)와 HEVC 복호기(De-coder)

GI Duation 절대적인 시간을 늘렸으며, 파일럿 패턴

가 서버 급의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던 것과 비교해

을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PP4로 설

서 수신기 측면에서 상용화의 형태를 갖췄다는 데

정하였다[13]. 물론, 실험방송이니만큼 다양한 파라

의의가 있다.

미터를 수시로 변경해가면서 테스트 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실험방송은 MBC와 SBS도 각각

4. 우리나라, 실시간 HEVC가 적용된

UHDTV실험국을 구축하게 된다는 데 또 의미가 크

SFN 기반 4K UHDTV 실험방송

다. 국내 지상파 3사가 광범위한 실험과 필드테스
트를 통해서 광범위한 실험이 이루어 질 예정이고,

2014년 2월 24일부터 KBS에서는 3차 실험방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3차 실험방송은 이전의 2차례에

본방송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걸친 실험방송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
이드되는데, 우선 국내 최초 DVB-T2 SFN 기반 4K
UHDTV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실시간 HEVC 인
코더를 통해서 실시간 실험방송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14년 4월 2일에 남산 송신소에 추가
로 UHDTV실험국을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통과하였

Ⅲ. 국책과제 ‘4K급 UHDTV 실감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DVB-T2 기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송수신용 장비 개발’

고, KBS관악산UHDTV실험국과 함께 서울 지역
SFN 구성을 완료하였다. 전송 파라미터도 SFN을 고

Ⅱ장에서는 DVB-T2 기반의 전세계 실험방송 동

려하여 <표 1>과 같이 조정되었는데, 우선 1/2차 실험

향과 발전 내용을 시간순으로 살펴보았다. DVB-

방송에 비해서 Guard Interval (GI) Fraction을 늘려

T2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채널 HD 방송을

32 방송공학회지 1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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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책과제 목표 및 참여사별 업무 분장 구성도

보내는 데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 UHDTV 실험방송

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 특히

까지 그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리

2014년 3월 24일 ITU-R SG6 상반기 회의에서 개

나라의 DVB-T2 시스템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된 UHDTV Workshop에서 기존에는 8K 상용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장비 개발을 한창

방송만을 고집하던 일본이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를

진행 중에 있다.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인지하고 2014년도인 올해 4K UHDTV 시범방송

31일까지 16개월 동안, 최대 1kW 송신기 개발과

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례적으로 일본 총무성

4K-UHD급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개

담당자가 발표[13]를 함으로써 ITU 회의 참가국들

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KBS기술연

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소를 비롯하여 전자부품연구원(KETI), 진명통

현재까지는 4K-UHD 실험방송 분야에서 우리

신, 하이디어솔루션즈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사별

나라가 선두로 나아가고 있고, 전세계 국가들의

업무 분장 구성은 <그림 7>과 같다.

제 1 관심대상이 우리나라이다. 실험방송 구축 경험
은 향후 UHDTV 상용 장비 개발에 값진 밑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최

Ⅳ. 결 론

초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험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향상과 방송 장비 경쟁력

본고에서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상파

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4K UHDTV 실험방송의 진화 속도를 보면, 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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