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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는 가로 및 세로 화소수가 HDTV의 2
배씩으로 화면 해상도는 4배, 초당 전송되는 화면의
수는 60장으로 Full HDTV의 2배에 해당한다 ∼ .
때문에, 최신 고효율 압축 기술인 HEVC를 사용하더
라도 최소 25 Mbps 이상의 전송 용량이 필요하여 본
격적인 방송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2세대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
최근 전환을 완료한 DTV 방송은 2012년에 아날
로그 TV 방송을 종료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된 것으로 인식하여 그 역사가 짧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DTV는 2001년에 첫
실험 방송 전파를 발사하여 최종 Analog Switch-Off
까지 10여년이 필요했다. 즉, 신규 방송 시스템을 도
입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단계별 도입 과정이
요구되며, UHDTV 도입도 본 방송까지는 이와 동일
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
라에서는 KBS를 중심으로 UHDTV 세계 최초 실험
방송을 실시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2년 반 가
량의 시간 동안에 비실시간이던 시스템들이 실시간
으로 구현되었고, 송신 시스템도 100 W급 하나의 송
신소만 운용하던 것에서, 최대 5 kW급 송신소를 네
트워크 형태로 운용하는 등 그 수준이 크게 향상되
었다 .
최근에는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2014년
6∼7월 총 3회에 걸쳐 KBS와 SBS가 각 사의 UHDTV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실험 방송 시스템을
4K UH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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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통해 4K 위성 생중계 방송에 성공하였다. KBS는 관
악산과 남산에, SBS는 관악산과 용문산에 6 MHz 대
역 DVB-T2 송신 시스템을 SFN(Single Frequency Network: 단일 주파망)으로 구축하여, 위성 지구국, 실시
간 인코딩, 실시간 다중화 및 On-Air 송신에 이르는
전체 송신 계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검증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 공영방송사 NHK의 방송기술
연구소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의 BBC 방송
사와 함께 8K 수퍼하이비전(SHV: Super Hi-Vision) 영
상을 고속 IP망 및 위성을 통해 유럽 및 미국의 주요
도시를 거쳐 일본의 대도시에서 공공 시연하는데 성
공하였고, 금년 1월 8K 수퍼하이비전의 지상파 UHF
대역 장거리 전송 실험도 성공하였다. 이 실험에는
이중 편파 MIMO 기술을 적용하여 6 MHz 하나의 대
역폭에서 91.89 Mbps 전송률을 지원하는 송수신기
를 독자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도 큰 의의가 있다 .
2012년까지는 4K도 방송 촬영에 직접 투입하여
제작할 수 있는 카메라, 스위쳐, 인코더 등이 부족하
였으나, 2013년부터 안정적인 4K 방송 제작 장비들
이 출시되고, DVB-T2와 같은 상용 디지털 방송 시스
템, 모니터링 및 계측 장비의 보급, HEVC 고효율비
디오 부호화 규격의 국제표준화 등 전 세계적인 기
술 여건이 크게 향상되어 4K UHDTV 방송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무료 보편적이면서 창
의적인 콘텐츠와 고품질 디지털 제작으로 전 세계 한
류 열풍을 이끌 수 있는 ‘지상파 UHDTV 방송 서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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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추진 정책’과 직접 수신 환경을 개선하면서 주파
수 효율을 크게 높이는 구체적인 ‘기술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단계로 지상파 UHDTV 실험 방송을
통해 6 MHz 대역 4K-60P(초당 60 프레임) UHDTV
방송을 위한 기술적인 검증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반
으로 제2단계로 방송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제3단계
는 무선 설비 규칙을 제정하고, 시험 방송을 거쳐 수
도권 및 광역시에 대하여 본 방송을 실시하고, 마지
막으로 점진적 전국망 확장 구축을 통한 전국
UHDTV 본방송 실시가 최종 목표이다.

Ⅱ. 지상파 UHDTV 송수신 정합 표준화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 국
책 및 기업체연구소의 UHDTV 전문가들은 201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지상파 UHDTV 방
송 서비스 표준화 과제’를 통해 표준(안)과 기술보고
서를 개발하였다 . 본 표준(안)은 지난 7월 총회에
서 기술적인 문제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를 보완하
여 10월 초에 개최되는 TTA 총회에 재상정되었다.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안)(이하
표준(안)) 개발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방송기술표준위원회(TC08: Technical Committee 8) 산
하 디지털 방송프로젝트그룹(PG802: Project Group)에
서 진행되었다. PG802는 UHDTV 표준 개발을 위해
UHDTV RF 송수신 정합 실무반(WG8027)과 UHDTV
시스템 및 코덱 실무반(WG8028)을 신설하여 운영하
였다.
KBS, MBC, SBS, EBS

[7]

2-1 개요

표준(안)은 지상파 4K 초고화질 TV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필요한 정합 규격을 정의한다. 기존의 8VSB
방식을 사용하는 디지털 TV(ATSC 방식)와의 호환은
보장되지 않는다. 본 표준(안)은 최대 4K, 60P, 5.1채
널 오디오의 UHDTV를 실시간으로 텔레비전 서비
4

스를 제공하기 위한 송신 및 수신 신호 규격을 정의
한다. 비실시간 데이터 및 정보 서비스, 하이브리드
서비스, 3D 입체 방송 서비스, 재난 안정 경보 방송
서비스, 자막(Closed-caption) 서비스, 계층 전송 서비
스 등에 대한 표준화는 본 표준(안)의 채택 후에 별
도로 추진한다.
본 표준(안)이 기술하는 주요 정합 규격 항목은
HEVC 코덱 기반의 ‘영상 신호 및 부호화’, Dolby AC3와 ISO/IEC 14496-3(MPEG-4 AAC) 코덱 기반의 ‘음
향 신호 및 부호화’, MPEG-2 시스템 기반 다중화 및
ATSC PSIP 기반의 ‘다중화 및 서비스 정보’, OFDM
기술 기반의 DVB-T2 방식 무선 송수신 시스템이다.
표준(안)은 개요 및 표준의 구성, 범위 등을 포함
하여 총 10개의 장과 2장의 부속서, 그리고 3장의 부
록으로 구성된다 .
[7]

2-2 서비스 및 시스템 요구사항 요약

서비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영
상 신호는 가로 대 세로 화면의 비가 16:9, 고화질(HD:
High Definition) 규격뿐만 아니라, 초고화질(UHD)
텔레비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음향 신호는 최대 5.1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ATSC 방식 DTV와 상
호 영향을 주지 않는 양립성을 가져야 하며, 채널 번
호의 경우, 기존 DTV 채널 정보와 동일한 방송국 공
유 채널 번호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시스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의 최대
전송 비트율은 36 Mbps, 영상 신호의 기본 해상도는
3,840 × 2,160이며, 30P 및 60P, 그리고 1,920 × 1,080
의 60P로 정하였다. 여기서 HD 영상 규격인 1,080 ×
1,920에 대하여 화면 재생율을 60P로 정하여, 고프레
임율 서비스를 고려하였다.
음향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48 kHz, 표본당 비
트수는 16비트 이상 24비트 이하로 정했다. 채널 당
목표 비트율은 600 kbps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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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오디오 기본 스트림의 다중화, 동기화, 비
트열 편집 가능성을 위해 다중화 정보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식별코드, 프로그램 지정 정보, 세계시 및
지역시, 프로그램 지정 정보의 추가와 삭제 등을 위
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채널 전송부에서는 송신전력의 변동 폭, 주파수
오프셋, 대역 외 최대 허용 방상 전력, 대역 내 신호
특성, 위상 잡음 특성 등을 규정하였다.
2-3 영상 신호 규격

영상 신호 규격은 <표 1>의 영상 신호 표현 형태
와 같다. 특별히 영상 신호의 경우, 지상파 UHDTV
뿐만 아니라, IP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 방송 등
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표준으로, ‘초고화질
(UHD) 디지털 TV 영상 신호’라는 표준(이하 영상 신
호 표준)을 2013년에 제정한 바 있다. 이 영상 신호
표준에서는 순차 주사 방식에 의한 4K(3,840 × 2,160)
급과 8K(7,680 × 4,320)급 UHDTV 신호로 구분하여
규격을 정의하였다. 또한 16:9의 가로 대 세로 비에
해당하는 UHDTV 영상 신호의 변환, 화면 특성, 신
호 포맷 및 디지털 표현에 관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정의하였다 .
하지만 본 표준(안)에서는 4K UHDTV, 화면율 30,
60, 샘플링 구조 4:2:0, 표본당 비트수를 8과 10으로
제한하였다. 서비스를 구현하는 시점에서의 제작 장
비 및 수신 TV의 기술 수준을 고려한 규격으로 기술
적 진보사항은 향후 표준에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1],[3]

영상 신호 표현 형태
가로 세로 화면 화면율 샘플링 비트/
화소수 화소수 비율
구조 표본

<표 1>

3,840

2,160
16:9

7,680

4,320

29.97,
30,
59.94,
60, 120

4:2:0
4:2:2
4:4:4

8, 10,
12

이러한 제약에 의하여 화면율 29.94, 59.94, 120은 제
외되었고, 샘플링 구조 4:2:2 및 4:4:4, 그리고 표본당
비트수 12가 제외되었고, 본 표준(안)의 영상 신호 표
현 형태는 다음과 같다. 또한 고프레임율을 고려한
60P HD를 추가하였다.
영상 신호 비트율은 압축하여 36 Mbps를 초과할 수
없고, 부호화 방식은 ISO/IEC 23008-2(HEVC 영상 표
준, ITU-T H.265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Main
10 Profile@Level 5.1, Main Tier의 구문을 따른다.
HEVC 비디오 부화 기술은 기존의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264/AVC와 비교하여 주관적 화질 평가 기
준으로 50 % 향상, 객관적 화질 기준으로 약 40% 정
도의 개선 효과를 보인다. HEVC 기술은 기존의 기술
과 유사한 블록 기반의 하이브리드 영상 부호화 기술
을 사용한다. 하지만 ‘화면 간 예측’, ‘화면 내 예측’
기술 등의 압축 기술을 포함하여 과거의 기술보다
성능이 개선되었다.
본 표준(안)에서는 지상파 방송 적용에 적합하도록
영상 스트림(NAL: Network Abstraction Layer)에 대한
다음 분야의 제한 사항을 정의하였다.
- VPS(Video Parameter Set) NAL Unit에 대한 제한
- SPS(Sequence Parameter Set) NAL Unit에 대한 제한
- PPS(Picture Parameter Set) NAL Unit에 대한 제한
2-4 음향 신호 규격

본 표준(안)에서 규정하는 음향 신호에 대한 규격
은 <표 3>과 같다.
오디오 부호화 방식은 국내 DTV방식에서 채용하
지상파 UHD 영상 신호 표현 형태
가로 세로 화면 화면율 샘플링 비트/
화소수 화소수 비율
구조 표본

<표 2>

3,840

2,160
16:9

1,920

1,080

30,
60

4:2:0

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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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음향 신호의 표현 형태
주파수 최대 표본화 비트/ 채널당
목표 부호화
대역 채널수 주파수 표본 비트율
방식
6개 채널
AC-3
3∼20
16∼24 600
(2Ch, 48 kHz
kHz
비트 kbps MPEG-4
5.1Ch)
AAC

<표 3>

고 있는 Dolby AC-3와 MPEG-4 AAC의 두 가지 기술
을 채용하고, 방송사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 Dolby
AC-3 부호화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디지털 음향 압
축 표준(ATSC A/52)를 따른다. MPEG-4 AAC 부호화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ISO/IEC 14496-3 표준을 따르
며, MPEG-4 AAC 오디오 스트림의 경우, AAC(Advanced Audio Coding)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ISO/IEC
14496-3:2009(해당 표준의 표 1-10)의 Level 1, 2, 4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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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중화 및 서비스 정보 규격

신호는 영상과 음향의 동기를 맞추어서
화면과 스피커에 전달해서 표출해야 한다. 이러한 동
작이 가능하도록 신호의 다중화가 필요하다. 지상파
UHDTV 신호는 MPEG-2 TS(ISO/IEC 13818-1)에 규
정되어 있고, ITU-T Rec. H.222.0이라고도 한다 .
본 표준(안)은 ‘영상과 음향 스트림의 다중화(이
하 스트림 다중화)’, ‘프로그램 지정 정보’ 그리고 ‘프
로그램 및 서비스 정보’의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스트림 다중화’는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스트림(TS: Transport Stream), TS 패킷 계층, 프로그
램 지정 정보(PSI: Program Specific Information), PES
(Packetized Elementary Stream)에 대한 제한 사항을 주
로 정의하고, 기타 다른 제한 사항도 기술한다.
PSI는 테이블은 PAT(Program Association Table:
프로그램 관련 테이블), PMT(Program Map Table: 프
로그램 맵 테이블), CAT(Conditional Access Table: 조
UHDTV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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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 접근 제어 테이블) 등을 포함한다. PSI 테이블
은 스트림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해당 프로그램
의 시청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정보만 포함한다.
본 표준(안)에서는 서비스와 이벤트에 대한 식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ATSC A/65:2013에서 정의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PSI
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시청자의 편의를 위한 프
로그램의 지속 시간 및 제목 등의 정보는 별도 PSIP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 프로토콜)에서 정의한다. PSIP의 주
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채널 튜닝을 위한 주파수, 변
조 방식 정보, 각 서비스의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
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의 편성 정보(EPG: Electronic
Program Guide), 방송사의 채널 브랜딩 정보(채널 이
름, 채널 정보) 등이다.
기본적으로 다중화 및 서비스 정보 규격은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DTV의 PSIP를 사용하며, 이는
TTA 단체표준 ‘TTAK.KO-07.0014/R4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송수신 정합’ 문서를 준용한다.
본 표준(안)에서는 HEVC 비디오 스트림을 위한
stream_id는 이진수로 ‘1110 ××××’, Dolby AC-3 오디
오 스트림을 위한 stream_id는 ‘1011 1101’, MPEG-4
AAC를 위한 stream_id는 ‘110× ××××’로 정했다. 여
기서 ‘×’는 ‘0’ 또는 ‘1’의 값이며, 스트림 번호는 ×값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주요 stream_type은 <표 4>와 같다.
지상파 UHDTV를 위한 필수 PSIP 테이블로는 STT,
MGT, TVCT, EIT가 있으며, 이들 값의 정의는 위의
<표 4>

주요 Stream_type
Stream_type

비디오
Dolby AC-3 오디오
MPEG-4 AAC 오디오
HEVC

값
0 × 24
0 × 81
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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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른다. 각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표 5>와 같다.
본 표준의 무선 송수신 규격은 DVB-T2 방식을 사
용하므로 TVCT의 modulation_mode에 DVB-T2 OFDM
이라는 의미로 0×80을 정의한다.
HEVC, AAC와 같은 고효율 코덱을 사용하기 때
문에 ‘TTAK.KO-07.0083/R1 지상파 디지털 방송 고효
율 코덱’ 표준에서 정의된 파라미터화 서비스 표준을
따르며, service_type은 0×07로 설정된다.
TTAK.KO-07.0014/R4

2-6 무선 송수신 기술 규격

지상파 UHDTV 신호의 전송을 위한 무선 송수신
시스템은 물리계층에 해당하며, DVB-T2(이하 T2)를
사용한다 . T2는 현존하는 상용화 전송 기술 중
가장 성능이 좋으며, 6 MHz 대역을 방송 무선 주파
수 기본 단위로 하는 국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본 표준(안)에서 물리계층은 DVB-T2 표
준을 따른다.
T2 시스템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기술을 사용
하여 6 MHz 대역에서 최대 27,841개의 반송파를 사
용하고, 각에 대하여 QPSK, 16QAM, 64QAM, 256QAM 심볼 매핑 기법을 적용하며, PLP(물리 계층 파
이프: Physical Layer Pipe) 개념을 적용한다.
[12],[13]

주요 PSIP 테이블 약어
약어
전체 명칭

<표 5>

STT

System time table

MGT

Master guide table

TVCT

Terrestrial virtual channel
table

EIT

Event information table

의미
시스템 시간
테이블
마스터 가이드
테이블
지상파 가상
채널 테이블
이벤트 정보
테이블

는 T2에 복수의 프로그램 전송이 가능하도록
물리계층과 전송계층(Transport Layer) 사이에 별도
의 MPEG-2 TS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콘테이너
이다. PLP 별로 독립적인 심볼 매핑이 가능하여 서
비스 목적에 적합한 다채널 전송 시스템 구성이 가
능하다.
T2 시스템은 유럽향 2세대 방송 표준인 DVB-S2
(위성)/C2(케이블)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베
이스밴드 프레임(Baseband Frame) 구조를 채택하였
고, 1세대 표준들에서 사용되던 Convolutional/ReedSolomon 채널 부호화 대신 LDPC/BCH 채널 부호화
기술을 도입하여 크게 향상된 오류 정정 성능을 제
공한다 .
이 시스템이 지원하는 대역폭은 1.7, 5, 6, 7, 8, 10
MHz이다. FFT 크기는 1K, 2K, 4K, 8K, 16K 및 32K
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T2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MPEG-2 TS(이하 TS) 입력을 받는다.
T2 시스템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는
입력 처리부(Input Processing), 비트 인터리버 부호화
및 변조부(BICM: Bit Interleaved Coding and Modulation), 프레임 빌더(Frame Builder), OFDM 생성부
이다.
입력 처리부에서는 입력 신호에 대한 인터페이스,
입력 스트림 동기화, 보상 지연, 널패킷 제거, CRC-8
부호화, Baseband 헤더 입력 등의 모드 적응(Mode
Adaptation)부분과 스케줄러, 프레임 지연, 인밴드 시
그널링/패딩 삽입, Baseband 스크램블러의 스트림 적
응(Stream Adaptation)부분으로 구성된다.
위 결과, 스트림은 BICM부로 전달된다. BICM에
PLP

[9]

[그림 1]

지상파 UHDTV 전송 시스템 구성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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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PLP 신호가 FEC(Forward Error Correction: 전방
오류 복원) LDPC/BCH 부호화부, 비트 인터리버, 비
트스트림의 셀 구성부, 성상 매핑/Q-지연부, 셀 인터
리버/시간 인터리버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면서 처리
된다. 이와 병행하여 T2 시스템의 스트림 및 신호 제
어 정보가 L1 시그널링을 통해서 전송된다. L1 시그
널은 PLP 신호보다 간략하게 처리되는데, FEC LDPC/
BCH 부호화부, 비트 인터리버-성상 매핑-셀 인터리
버의 순서로 처리된다.
베이스 밴드 신호로서 마지막으로 프레임 빌더에
전달되며, 프레임 빌더에서는 각 PLP 스트림 셀들과
L1 시그널링 데이터 셀들을 OFDM 심볼 구성이 가
능하도록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스케줄러
가 생성해 주는 동적 정보와 프레임 구조 설정 정보
를 기반으로 하여 동작한다. 프레임 빌더의 최상위
는 수퍼 프레임이고, 이 수퍼 프레임은 다시 T2 프레
임으로 구성된다. T2 프레임은 OFDM 심볼로 구성
되며 P1 심볼(P1 시그널링), P2 심볼(L1 pre-signalling
및 L1 post-signalling), 데이터 심볼로 구성된다. 수퍼
프레임은 FEF(Future Extension Frames: 미래 확장 프
레임)을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OFDM 생성부에서는 프레임 빌더의 결과 셀들이
MISO 처리부, 파일럿 삽입/더미톤 예약, IFFT(Inverse
FFT), 첨두 전력 대 평균 전력비(PAPR: Peak to Average Ratio) 감쇄, 가드인터벌 삽입, P1 심볼 삽입,
DAC(Digital to Analog Conversion)의 순서로 처리된
다. T2는 MISO(Multi-Input Single Output)의 신호 전
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MISO 설정이 될 경우, 전송량
의 증대가 가능하다. MISO 기능은 T2의 선택사항이
며, 초기 주파수 영역 계수들을 변형된 Alamouti 부
호화에 의해 처리하여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두
개의 T2 신호 송신기 그룹으로 분리한다.
파일럿 정보는 전송 채널에서 T2 신호에 유입된
수신 신호의 왜곡 보상에 사용된다. 파일럿의 종류
는 ‘분산 파일럿’, ‘연속 파일럿’, ‘경계 파일럿’, ‘P2
8

파일럿 프레임 종료 파일럿’으로 5가지이다. 또한
T2에서는 8종의 파일럿 패턴(PP: Pilot Pattern)을 정
의해서 사용한다.
또한 가드인터벌을 삽입하여 다중 경로 간섭에
강하고 동일 채널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한
다. T2에서는 FFT 크기에 따라 최대 7가지의 심볼
길이에 대한 가드인터벌 비율을 규정한다.
PAPR의 억압을 위해 TR(톤 예약: Tone Reservation
방식과 ACE(활성 성상 확장: Active Constellation Extension) 기술도 적용이 가능하다. TR은 P1을 제외한
각 OFDM 심볼의 활성 부분에 적용되고, 이후에 보
호 구간이 삽입된다. ACE 적용의 경우, 예외 조건을
규정해 파일럿 반송파, TR, 회전 성상, MISO가 적용
된 경우 사용할 수 없고, TR 및 ACE 두 가지가 동시
에 적용될 경우 ACE의 제약이 우선한다.
P1 심볼은 수신기가 주파수 스캔 시 신속하게 P1
을 인식하도록 하며, T2 프리앰블 식별, 기본 송신기
파라미터 제공, 수신기의 시간/주파수 동기 검출을
위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6 MHz 대역에서 지상파 UHDTV 전송을 위한 스
펙트럼 특성은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
OFDM 송신기 신호의 증폭과 필터링 이후의 스펙
트럼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T2에서 명
[7]

가드인터벌 1/8에서 이론상 T2 스펙트럼
(6 MHz 채널, 8 K, 16 K, 32 K에서 확장 캐리어 모드)
[그림 2]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5卷 第5號 2014年 9月

가드인터벌 1/8에서 이론상 T2 스펙트럼 상세
(6 MHz 채널, 8 K, 16 K, 32 K에서 확장 캐리어 모드)
[그림 3]

시하지 않는다. T2 시스템이 구현될 지역과 주파수
대역에 따라 해당 국가의 규제 기관이 적절하게 조
정할 수 있다.
2-7 표준(안)의 부속서 및 부록

본 표준(안)은 2개의 부속서와 3개의 부록이 추가
되어 있다. 우선 부속서 A는 지상파 HD 서비스와
지상파 UHDTV 서비스의 중복 채널 제공 방법을, 부
속서 B는 오디오 외부 출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하고 있다. 또한 부록 I은 T2 시스템에서 공통 PLP
의 사용 예를, 부록 II는 6 MHz 대역의 OFDM 파라
미터와 스펙트럼 특성을 마지막으로, 부록 III은 T2Lite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출
시된 국내의 삼성전자와 LG전자 4K UHDTV 수상기
는 본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으나, 주로 모바일에 적
용된 T2-Lite는 구현되어 있지 않다.

Ⅲ. 지상파 UHDTV 서비스 추진 동향
3-1 지상파 방송사 UHDTV 서비스 준비 동향

등 지상파 DTV 방송사들은
2012년 및 2013년의 지상파 UHDTV 실험 방송을 토
KBS, MBC, SBS, EBS

대로, 국내에서 6 MHz 대역의 UHDTV 방송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post-Full HD 정책을 수
립하여 공유하였고, 각 방송사들의 공통된 정책을 모
아 2013년 11월에 이른바 ‘국민행복 700 플랜’을 미래
창조과학부 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천명하였다. 이 계
획에서 한류의 중심이며, 2012년 2억 4백만 달러의
콘텐츠 수출을 이룩한 지상파 방송이 UHDTV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700 M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요구
하였다. 지난 2월에는 당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2014년과 2015년에 지상파 방송4사가 4K
UHDTV 실험 방송, 콘텐츠 제작, 제작 및 송신 시스
템 구축 등 622억 원의 단기 투자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한 바 있다.
3-2 실험 방송 추진 현황

는 다음과 같이 송신 시스템을 구
축하여 실험 방송을 수행하고 있다. 각사의 주요 실
험 방송의 기술적인 과제는 KBS가 SFN 실험과 혼합
다채널 방송 서비스, MBC는 4K UHDTV와 모바일
HD 동시 방송, SBS는 4K UHDTV의 지상파 실내 수
신 등이다.
KBS는 2014년 4월 KBL 농구대잔치 결승 경기를
울산 동천체육관으로부터 원거리 4K 생중계 방송을
성공하였고, KBS와 SBS는 각각 지난 2014 FIFA 브
라질 월드컵 3경기를 위성으로 연결하여 4K 생중계
방송을 성공하였다.
또한 금년 9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
KBS, MBC, SBS

지상파 UHDTV 실험 방송 송신 시스템 현황
방송사 채널
송신
출력
KBS
54
관악산/남산 5 kW/600 W
MBC
52
관악산
2.5 kW
SBS
53
관악산/용문산 5 kW/1 kW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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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회를 KBS, MBC, SBS가 개막식을 포함, 주요 경
기를 4K로 제작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3-3 지상파 UHDTV 방송을 위한 700 MHz 스펙트럼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후 지상파 방송사는 698∼
806 MHz의 108 MHz 대역폭의 DTV UHF 대역을 정부
에 반납하였다. 하지만 아날로그 TV 종료 후 DTV 방
송을 위해 할당된 대역은 단지 228 MHz로서 미국의
300 MHz에 비해 현저히 작아 실제로 많은 곳에서 혼
신이 발생해 인위적으로 출력을 낮추는 경우도 많다.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이동통신을
위해 국가에서는 1,260 MHz 이상을 할당하였고, 이
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700
MHz 대역의 54 MHz를 지상파 UHDTV 서비스에 할
당해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는 입장이다. 54 MHz로 전국망을 구축하며, UHDTV
서비스가 완성되는 2025년에는 HD 방송 종료 후 주
파수를 반납할 계획도 국민행복 700플랜을 통해 보
고했다.
3-4 TTA 지상파 UHDTV 표준화 과정

표준화의 일정상 목표는 2014년 12월 이전에 본
표준(안)에 부합하는 UHDTV 수상기 출시하였다. 이
에 가전사별 테스트 일정 6개월을 고려하여 2014년
6월 TTA 총회에 상정하였으나, 이동통신사의 반대
로 부결되었다. 하지만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9월
총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10월에 가부의 결과가 도
출된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는 55∼85인
치에 이르는 다양한 UHDTV 라인업을 보이고, 일반
시판 중이다. TTA 총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상
파 방송사의 UHDTV 표준이 순조롭게 표준화되기
를 기대한다.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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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하는 지상파 UHDTV 표준화는 2014
년도에 우리나라 가전사에서 수신기로 구현이 가능한
기술들로 구성되었다. HEVC 비디오, MPEG-4 AAC,
Dolby AC-3, PSI/PSIP, DVB-T2 변복조 등은 개별 기
술로서, 국내에서 이미 구현이 가능하여 실제로 실험
방송으로 송신하고, 삼성 및 LG전자 UHDTV로 수신
및 시판도 진행 중이다.
이 표준(안)은 본 방송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
기고자 하는 방송 분야의 요구와 시기를 맞추기 위
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가전
사,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과 해외의 UHDTV 표준화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현장 전문
가들의 2년여의 고뇌의 산물이다. 8K UHDTV와 비
교하면 비록 세계 최첨단 기술의 총화까지는 아니더
라도 현존하는 최고의 UHDTV 방송 시스템이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향후 나머지 장애인 방송, 재난 경보 방송, 자막
방송, 데이터 방송, 양방향 서비스, 하이브리드 방송
등의 UHDTV 표준은 방송 서비스 일정에 맞추어 개
발할 것이다.
표준을 갖추고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4K UHDTV 한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주파수의
배정을 기대한다.
TTA

마지막으로 표준(안) 개발과 기술보고서 작성에 최
선을 다한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DTS, 프라운호
퍼 IIS, TTA, KBS, MBC, SBS, EBS 표준화위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ITU-R BT.2020, Parameter values for ultra-high
definition television systems for production and in-

론

ternational programme exchange, 2012.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5卷 第5號 2014年 9月

임중곤, "국내 지상파 UHDTV 표준화 동향", KBS
R&D, 4(1), pp. 16-20, 2014년 6월.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초고화질(UHD) 디지털
TV 영상 신호",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7.
0082/R2, 2013년 12월.
[2]

[4] ISO/IEC 23008-2, ‘High efficiency coding and media
delivery in heterogeneous environments-art 2: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5]

이근식, 김상훈, 왕수현, 임중곤, "지상파 UHDTV
실험 방송", 한국방송공학회지, 19(2), pp. 13-26,
2014년 4월.

[6] S. Saito, T. Shitomi, S. Asakura, K. Tsuchida, T.
Saito and K. Shibuya, "Technology for next-genera-

[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상파 4K UHDTV 방송
서비스(기술보고서)", 정보통신기술보고서 TTAR07.0013 2014. 5. 22.

[8] ISO/IEC 13818-3, "MPEG-2 Audio standard".
[9] ATSC, Digital Audio Compression(AC-3)(E-AC-3)
Standard, 2012.
[10] ISO/IEC 14496-3:2009, "Information technology Coding of audio-visual objects - Part 3: Audio".
[11] ISO/IEC 13818-1, "MPEG-2 Systems standard".
[12] ETSI TS 102 831, "Digital video broadcasting(DVB);
Implementation guideline for a second generation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system(DVBT2)", Aug. 2012.

tion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ing: Field experiments

[13] ETSI EN 302 755, "Digital video broadcasting(DVB);

of 8K Super Hi-Vision transmission using dual-

Frame structure channel coding and modulation for

polarized MIMO and ultra-multilevel OFDM", in

a second generation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The 9th IEEE Int. Symp. Broadband Multimedia

system(DVB-T2)", Feb. 2012.

Systems and Broadcast.(BMSB 2014), Beijing, China,
Jun. 2014.

11

특집…국내 지상파 UHDTV 표준화와 서비스 추진 동향

≡ 필자소개 ≡
임 중 곤

년 2월: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공
학석사)
1996년 1월: KBS 기술연구소 입사
2000년 6월: NHK 방송기술연구소 초
빙연구원 (1년)
2013년 10월∼현재: TTA PG802산하
WG8027 (UHDTV RF송수신정합표
준실무반) 의장
[주 관심분야] OFDM 시스템, UHDTV 전송 기술
1996

함 상 진

년 8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
학석사)
2001년 7월: KBS 기술연구소 입사
2010년 1월: TTA 디지털 방송 PG (PG802) 표준화위원
2014년 1월∼현재: 한국ITU연구위원회
ITU-R SG6 (방송 분야) 연구반원
영상부호화
, UHDTV 제작 기술
[주 관심분야]
1998

김 상 훈

년 8월: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
사)
2001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1년 12월: KBS 기술연구소 입사
2011년 10월∼2013년 5월: KBS 정책
기획본부 미래전략
2013년 5월∼현재: KBS 기술연구소
[주 관심분야] 융합 플랫폼, UHDTV, 모바일 방송
1998

12

김 윤 형

년 2월: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및
컴퓨터공학부 (공학사)
2007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과 (공학석사)
2007년 3월: KBS 기술연구소 입사
2013년 12월∼현재: TTA 디지털 방송
PG (PG802) 간사
[주 관심분야] PSI/PSIP, 차세대 전송 기술
2004

전 성 호

년 2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과 (공학석사)
2007년 3월: KBS 기술연구소 입사
2011년 3월∼현재: 연세대학교 일반대
학원 박사과정
2014년 1월∼현재: 한국 ITU연구위원
회 ITU-R SG6 (방송분야) 연구반원
지상파
UHDTV
전송을 위한 MIMO-OFDM 기
[주 관심분야]
반 테스테베드 구축
2007

김 병 선

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
학사)
1996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
학석사)
1996년 1월∼현재: KBS 기술연구소 실
감방송/영상그래픽 팀장
[주 관심분야] UHDTV, 고효율 영상 압
축, 3DTV, 하이브리드 TV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