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K UHDTV 동향과 서비스를 위한

Dual-Polarized MIMO 기술

요 약

영상 기술의 발전과 TV화면의 대형화에 따라 고성능의 서비

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

는 지상파 4K UHDTV에서 나아가 차세대 실감 방송인 8K 

UHDTV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기술 동향을 알아본

다. 이어서 8K UHDTV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고전송효율을 

위한 송수신 기술인 Dual-Polarized MIMO 기술에 대해 알아 

본다.

Ⅰ. 서 론

최근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생한 영상과 몰입형 

음향을 제공하는 차세대 고화질 방송인 UHDTV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UHDTV 방송 서비스에 대

한 논의와 실험방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는 지난 해 여름,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이 확정됨에 따

라 정부는 지상파 UHD방송용으로 배정된 5개 채널과 현재 HD 

방송용으로 사용중인 채널을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정부 계획은 우선적

으로 2017년 2월 수도권부터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서 UHD 본

방송을 시작하여 연말께인 12월 광역시권과 평창동계올림픽 개

최지 일원인 강원권에 UHD 본방송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 외 

전국 시·군 단위의 지역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UHD 방송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1]-[4].

UHD 방송의 도입은 보다 사실감과 현장감을 제공하는 영상과 

몰입형 음향을 제공하는 방송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HDTV는 기존 HD급 TV와 비

교하여 4배에서 최대 16배의 해상도의 영상과 10배 이상의 다채

널 오디오로 실감형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

으로 고속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차세대 방송 기술에 대한 표

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5][6]. 올해 4월 미국 라스베이

거스에서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 ‘NAB (National Associ-

ation of Broadcaster Show) 2016’가 열렸다. 국내 지상파 방

송사, 제조회사 및 연구소는 ATSC 3.0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송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UHDTV연구 개발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ATSC 3.0은 미국 방송 표준 기구인 ‘미국디지털 

방송표준위원회(ATSC)’에 상정된 UHD 표준이다. ATSC 3.0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차세대 방송 기술을 위한 표준으로 주

목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ETRI가 ATSC 3.0 표준

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내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 채

택될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 기존의 방송 서비스는 고품질

의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여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비교하

여 개인형 서비스의 부족과 단방향적인 미디어, 스펙트럼 효율, 

시스템 강인성 등의 서비스 시나리오와 시스템에 대한 많은 요

구 개선사항이 있어왔다. UHDTV는 확장성과 업그레이드가 용

이한 계층 구조를 가진 ATSC 3.0의 표준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7][8].

본 고에서는 차세대 UHDTV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8K UHDTV 동향 및 서비스를 위한 Dual-polarized MIMO 기

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차세대 UHDTV

1. UHDTV

영상 기술의 발전과 TV 화면의 대형화에 따라 사용자들에

게 사실감과 현장감을 제공하는 실감방송과 같은 높은 전송

량을 요구하는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UHDTV는 기

존 HD급 대비 4배에서 16배의 비디오 해상도를 갖고 10개 이

상의 다채널 오디오로 생생한 영상과 몰입형 음향을 제공하는 

초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UHDTV는 기존의 

HDTV(1,920x1,080)의 4배의 화소를 갖는 4K(3,840x2,160)

와 16배의 화소를 갖는 8K(7,640x4,320)를 지원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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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당 10~12bit 차이로 풍부한 색을 표현하며, 컬러포맷도 

4:2:2 이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보다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영

상을 표현할 수 있다. 오디오 채널도 10개 이상을 사용하여 실

제 현장에서와 같은 음향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존 HDTV보다 

선명하고 색채로운 화질과 풍부한 음질을 통해 고품질 영상 서

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표 1. UHDTV와 HDTV의 비교

Index HDTV
UHDTV

4K 8K

화면당	화소수 1,920x1,080 3,840x2,160 7,680x4,320

화소당	비트수 24bits 30~36bits

샘플링	형식 4:2:0 4:4:4,	4:2:2

가로	세로	화면비 16:9 16:9

오디오	채널수 5.1 10.1~22.2

표준	수평	시야각 		30° 		55° 		100°

표준	시청	거리 3H 1.5H 0.75H

화면	주사율 30Hz 60Hz

2. 8K UHDTV 동향

 다가오는 8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될 하계 올림픽이 

8K UHD 영상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올림픽 방송 주관사인 

OBS(Olympics Broadcasting Services)는 올림픽 경기 중 일

부를 8K UHD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8K UHD 영

상으로 제작, 송출되는 영상은 개회식과 폐회식을 포함한 인

기 스포츠 종목들이다. 하지만 제작된 8K UHD 영상은 일본에

서만 시청이 가능하다. 일본은 현재 8K UHD 영상을 지상파

로 송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에서는 UHDTV의 개선사항인 HDR(High Dynamic Range)

과 WCG(Wide Dolor Gamut)도 실험될 예정이다. 일본 총무성

은 기존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8K UHD 방송 도입 일

정을 앞당겨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등의 대형 행사에서부터 8K 

UHD 본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료방송

을 중심으로 UHD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현재 차세대 지상파 방

송 표준화 작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 차세대 지상파 방송

표준인 ATSC 3.0은 후보표준과 제안표준을 채택하여 최종적으

로 2017년 초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방송 표준화 단체인 DVB는 

최신 영상 기술을 추가한 표준을 2017년 2월 제정하기 위해 추

진 중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UHD 방송 성장 가능성에 주목

하고 있어 표준화 및 실험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료방송을 시작으로 UHD 방송이 상용화 되었

지만 UHD 콘텐츠 부족 등, 서비스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이

에 2017년 2월 수도권부터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서 UHD 본방

송을 시작함에 따라 국내 UHDTV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

이다. 또한 8K UHDTV 상용화 도입 경쟁에 선제적을 대응하

기 위해 KBS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목표로 ‘8K UHD’

시범 방송을 준비 중이다. KBS 기술연구소는 지상파 8K 방송

의 핵심 과제인 송수신기 연구를 진행 중이다. KBS는 최신 표

준을 반영하는 이중 편파 듀얼밴드 송수신기 설계 및 구조 최적

화, 10W급 고출력 증폭기를 활용하는 전치 왜곡 보상기(DPD) 

구현, UHF 대역 내 2개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듀얼밴드 기술 

구현, KBS 연구동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8K 영상의 압축 송

수신 정합 실험을 목표로 한다. KBS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

픽에서 8K 시범방송에 성공하면 8K UHDTV 시장 또한 더 빠

르게 활성화 될 예정이다.

Ⅲ. Dual-Polarized MIMO 기술

현재 실감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되고, 디스플

레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 분야에서는 전송 기술 

측면에서 고차변조 방식을 사용하거나 다중 안테나 기술을 이

용하는 등의 주파수 효율을 증대시키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

다.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는 전송효율이 뛰어나 콘텐츠의 데

이터 용량이 늘어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상파의 

경우에는 한정된 주파수 대역내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용량을 

전송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압축률이 높은 소스 코딩 기술을 적용하거나, 주파수 효율

적인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중 안테나를 이용하는 

송수신 시스템은 공간 다중화 기법과 다이버시티 기법을 적용

한다. 단일 안테나 시스템과 비교할 때, 다중 안테나 다이버시그림 1. 브라질 리우 올림픽 UHDTV 중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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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기법은 공간상으로 동일한 신호를 다중 안테나를 통해 전송

하므로 다수의 채널 이득을 통하여 수신기의 신호 대 잡음 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반면 공간 다중화 기법은 서로 다른 신호를 

다중 안테나를 통해 전송하므로 채널 용량 또는 데이터율을 증

가 시킬 수 있다. 

1. Dual-Polarized 채널 모델

기존의 MIMO 기법은 송수신기 사이의 채널들의 독립적인 특

징을 이용하여 채널들을 분리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수신 신호

들을 검출 할 수 있지만, 고정 수신 환경의 지상파 방송과 같

은 경우 다수의 수신 안테나간의 채널 상관도를 낮추기 위해선 

충분한 안테나 이격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

정집과 같은 환경에서 충분한 안테나간 이격 거리 확보는 어려

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Dual-

Polarized MIMO 기법이 제안되었다. Dual-Polarized MIMO 

기법은 채널의 상관도를 낮추기 위하여 횡파와 종파를 이용한 

이중 편파를 사용하여 채널간의 상관도를 낮출 수 있다. 이중 

편파 전송 시스템의 채널 모델은 <그림 2>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송수신 안테나가 각각 2개일 경우에 신호가 전파되는 경로

는 4가지 11 12 21 22( , , , )h h h h  경우로 주어진다. 여기서 12 21,h h
은 횡파 송신 안테나에서 종파 수신안테나로 수신되고, 종파 송

신 안테나에서 횡파 수신안테나로 수신되는 혼선에 해당한다. 

위의 채널 경로들은 시간 지연에 따라 다중 경로 수신 신호의 

전력 크기가 선형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서로 직교하는 편파간

에 전력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표 2>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2. Dual-Polarized MIMO 채널 모델링

방송 서비스는 넓은 전송 범위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송

수신 경로에서 상당한 직진파(LOS) 성분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에 단일 편파 방식의 공간 다중화 기법은 일반적인 MIMO 

시스템의 이득을 얻기가 힘들게 된다. 따라서 방송채널 환경에 

적합한 이중 편파 안테나를 사용하는 Dual-Polarized MIMO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 다중화 기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영국 공영 방송 BBC에서는 차세대 방송 표준을 위한 채널로 

Dual-Polarized MIMO 채널을 제안했다. <그림 3>는 이중 편

파 안테나로 전송한 파형을 이동식 리시버에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나타낸다. 전송 안테나는 수직으로 직교하게 설계 되었고, 

이동식 리시버는 EB 채널 레코더, BBC MIMO 리시버가 장착

되어 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채널 모델링이 이루어졌고, 

실내와 실외의 이중 편파 MIMO 채널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2. 2x2 Dual-Polarized 전송 시스템

그림 3. 영국 BBC의 채널 수집 방법

표 2. BBC 이중 편파 전송 시스템의 채널 프로파일

Tap. No 2 2

11 22,h h 2 2

12 21,h h

1 -0.28531 -8.2322

2 -13.731 -19.975

3 -19.375 -24.949

4 -22.751 -28.005

5 -26.04 -31.06

6 -29.909 -34.71

7 -34.135 -38.766

8 -38.114 -42.682

9 -41.235 -45.885

10 -43.147 -48.006

11 -43.891 -49.002

12 -43.911 -49.183

13 -43.943 -49.132

14 -44.786 -49.529

15 -46.936 -50.869

16 -50.115 -53.077

17 -52.66 -55.026

18 -50.798 -53.951

Rms	시간	지연 320ns 480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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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DPC 채널 코덱

8K 고화질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높은 code rate에서

도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코덱

이 필요하다. 8K 고화질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채널 코딩 기

술 중 현재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되는 LDPC(Low-Density 

Parity-check) 코덱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코덱으로 

사용한다. LDPC 코덱은 선형 블록 코드의 일종으로, 확률적 반

복 복호 방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에러 정정 능력과 처리속도가 

매우 우수하다. 또한 LDPC 코드는 이론적 최대치인 Shannon 

limit에 근접한 수준으로 데이터 전송을 유지할 수 있어 고속, 

장거리 송신에 적합한 채널 코덱이다.

4. 8K UHD 요구 전송 속도

8K UHD와 같은 고화질의 방송 서비스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요구 한다. 현재 요구되는 8K UHD의 전송 속도는 화

소수, 샘플링 형식 등에 따라 약 12 Gbps에서 144 Gbps까지 

이다. 동영상 압축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최대 180배의 압축률

을 가질수 있는 HEVC/H.265를 적용 시켰을 경우 8K UHD

의 요구 전송 속도는 약 70 Mbps이다. <표 3>는 8K UHD 규

격에 따른 데이터 양 및 압축 기법별 요구 전송 속도를 나타낸

다. 기존의 유럽식 지상파 방송의 표준인 DVB-T2에서 6 MHz 

대역폭을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전송 속도는 약 27 Mbps(256 

QAM 변조 기법 사용 시) 밖에 되지 못하여 8K UHD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전송 속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차 변조 기법을 사용하고 MIMO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시스템을 적용 시키는 방

법이 있다. 변조 차수를 최대 4096 QAM까지 확장 시키고 2x2 

MIMO 기법을 적용 시켰을 경우 최대 전송 속도는 약 105Mbps

까지 향상 된다.

5. 고차 변조 기법

8K UHD와 같은 고화질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높은 차수를 

가지는 변조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차 변조 기법은 기본적

으로 제한된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적인 자원의 사용 없이도 전

송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방식은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고속 디지털 변조에 많이 사용하며, 

multi-level 변조 방식의 일종이다.

6. 채널 추정 기술

 8K UHDTV는 OFDM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OFDM 시스

템에서 송신단의 입력 비트는 PSK나 QAM 신호로 변조된 후 

IFFT를 거쳐 시간영역 신호로 변환되어 무선 채널로 입력된다. 

이 때 무선 채널의 영향을 추정하여 보상해야 송신한 신호를 복

원할 수 있다. OFDM 시스템에서는 직교성(orthogonality)이 

만족되게 FFT 주기와 부반송파 간격이 설정되고, 심볼 타이밍 

옵셋과 반송파 주파수 옵셋이 보상되어 부채널간 간섭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부반송파 별로 독립적인 채널로 볼 수 

있다. 즉, 각 부반송파 별로 수신된 신호는 송신한 신호와 채널

의 곱으로 주어진다. 이 때 송신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각 

부채널의 채널 특성을 추정해야 한다. OFDM 시스템에서의 채

널 추정은 프리앰블이나 파일럿같이 송신단과 수신단에서 모두 

알고 있는 훈련 신호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고, 훈련 신호 사

이의 채널은 보간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훈련 신호 기반 

채널 추정 기법으로는 LS(Least Square) 채널 추정 기법이 있

다. LS 채널 추정 기법은 수신단에서 사전에 알고 있는 훈련 신

호를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기법으로 채널 추정이 가장 간

단하여 계산량이 낮은 장점이 있다. LS 채널 추정 기법은 가장 

간단하게 채널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널이 null

에 빠질 우 잡음 증폭 효과가 있어 잡음 존재 시 채널 추정 오차

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4. CP를 활용한 동기화 방식

표 3. 데이터 양 및 압축 기법별 요구 전송 속도

8K UHD 규격 데이터량
AVC/H.264

(압축률 90:1)

HEVC/H.365

(압축률 180:1)

7680x4320,

4:2:0

8bits,	30fps

12	Gbps 135	Mbps 70	Mbps

7680x4320,

4:2:2

8bits,	30fps

20	Gbps 225	Mbps 115	Mbps

7680x4320,

4:4:4,

12bits,	60fps

72	Gbps 800	Mbps 400	Mbps

7680x4320,

4:4:4

12bits,	120fps

144	Gbps 1600	Mbps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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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 동기화 기술

OFDM 기반의 시스템에서 직교성이 파괴되는 원인 중 하나

는 수신단에서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동

기는 크게 시간과 주파수 동기가 있어 시간 축과 주파수 축에서

의 동기를 맞추는 방식이 존재한다. 시간 축에서 OFDM 심볼의 

특성을 활용한 동기 방식은 CP(Cyclic Prefix)와 correlation을 

이용한 방식과 ML 방식을 활용하여 시간 동기를 구현 할 수 있

다. 또한 CP를 활용하여 주파수 오차를 시간 축에서 추정한다. 

Correlation을 이용한 시간 오차 추정 방식은 <그림 4>와 같

다. CP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두 개의 윈도우를 이용하는 방식

으로, 일반적으로 수시된 신호가 잡음이나 채널의 영향으로 동

일한 구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구간들에 비해 높은 

correlation 값을 가지게 되어 동기를 획득할 수 있다.

8. 송신 증대 MIMO 처리 기술

8K급 UHDTV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량은 

HEVC를 사용했을 때 약 70Mbps 정도로 나타난다. SISO(s-

ingle-input single-output) 시스템의 경우 6MHz 대역

폭 기준으로 4096QAM및 9/10 LDPC code rate 적용 시 약 

54Mbps의 전송률을 가지기 때문에, 다수의 안테나를 활용한 

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초고속 통신을 위한 다중안테나 기술은 신호처리의 장점 때문

에 주로 다중경로 페이딩에 강하고 주파수 효율이 높은 OFD-

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변조 기술과 

결합된 MIMO-OFDM 형태로 고려되는데, MIMO-OFDM은 

OFDM의 주된 장점인 one-tap 등화에 힘입어 신호처리가 매

우 간략화 되었지만 수신 신호의 정확한 검출은 여전히 가장 어

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

지의 검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채널 용량이 증가하는 것이 증명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간 다중

화 기법이 사용되었다. 서로 다른 독립적인 신호를 송신함에 따

라 수신 안테나에 수신된 벡터 신호에서 각 송신 안테나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심볼을 검파하기 위해서, 수신단에서는 부반송

파별로 검파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검파 기법에는 ML(Maximum Likelihood 검파, 선

형 검파, V-BLAST(Vertical-Bell Laboratories Layered 

Space-Time) 형태의 순차적인 간섭 제거를 이용한 검파 등

이 있다. 이 중 가장 좋은 검파 성능을 갖는 방식은 ML 검파이

다. ML 검파는 모든 가능한 송신 심벌 조합 중에서 우도 함수

(likelihood function)를 최대로 하는 조합을 선택하여 수신된 

신호와 가장 유사한 신호를 찾는 방식이다. 수신된 신호와 가장 

유사한 신호를 찾기 위해서 ML 검출 기법은 Euclidean 거리를 

측정한다. 이론적으로 ML 검출 기법은 수신단에서 신호를 검

출할 수 있는 방법 중 최적의 성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ML 검

출 기법은 모든 가능한 신호의 조합을 고려하므로 연산량이 매

우 높아 복잡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가장 간단한 검파 방식은 선형 검파 방식인데, 이는 채널 행

렬의 역함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검파 성능은 가장 낮다. 선형 

검파에는 잡음 전력의 고려 여부에 따라 ZF(Zero Forcing)와 

MMSE(Minimum Mean Square Error) 방식으로 나눌 수 있

다. 선형 검출 기법은 잡음의 확산에 의한 성능의 열화가 매

우 크게 작용하여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Bell Lab. 에서는 채널의 역행

렬을 이용한 순차적 검출 방법인 OSIC(Ordered 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의 복

조 방식은 nulling과 cancelling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QR 분해의 특성을 이용한 신호 검출 기법이 있다. 채널을 QR 

분해를 통해 분해하면 정규 직교 행렬인 Q행렬과 상 삼각 행렬

인 R행렬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가지 행렬을 이용해 보다 효과적

으로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QR 분해를 이용하는 DFE(Deci-

sion Feedback Equalization) 검출 기법은 감산형 검출 기법

중의 하나이다. DFE 검출 기법은 앞서 말한 OSIC 기법이 순환

적인 채널의 역행렬 계산으로 인해 계산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

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기술이다. DFE검출 기

법은 QR 분해를 통해 신호를 검출하기 때문에 채널의 역행렬

을 순차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잡도가 매우 낮고 그 

성능이 OSIC 기법과 유사하여 최근 MIMO 신호의 검출 기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9. STBC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

2x2 Dual-polarized MIMO 기법과 256QAM 이상의 고차 

변조 기법을 적용할 경우, 8K UHD 서비스의 최소 전송 속도

를 제공하지만 Dual-Polarized MIMO의 특성상 횡파 안테나그림 5. V-BLAST 구조

14 | 정보와 통신

주제 | 8K UHDTV 동향과 서비스를 위한 Dual-Polarized MIMO 기술



와 종파 안테나간의 간섭으로 인해 신뢰성이 감소하게 된다. 횡

파 안테나와 종파 안테나 간 간섭을 XPD(cross-polarization 

discrimination)이라고 나타내며 [dB] 단위로 그 영향을 나타

낸다. Dual-Polarized MIMO 시스템에서는 낮은 XPD 값이라

도 수신 신호의 성능은 매우 낮아 질 수 있다. 

XPD의 영향에도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

중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한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이버시티 기법은 동일한 신호를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 

전송하여 수신 신호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법을 의

미 한다. 이 때, 각 채널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시공간 부

호 기법은 여러 개의 송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는 부화화 방법이다. 대표적인 시공간 부호 기법으로 

STBC(space-time block code) 기법이 있다. STBC 기법은 시

간과 공간을 나누어 송신 신호를 블록 형태로 만들어 전송한다. 

송신 신호는 부호화가 일정 시간과 공간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

며 각 블록의 부호화는 다른 블록의 부호화에 의존 하지 않는

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 블록 표현은 <그림 6>과 같은 매트

릭스로 나타낼 수 있다.

 STBC 기법은 2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해 복소 직교 설계를 

이용한 공간 다이버시티 기법을 이용한다. STBC는 다중경로

와 공간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직교성을 이용

하기 때문에 수신단에서 수신된 신호를 복호화하면 ISI(Inter 

Symbol Interference)를 완벽히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수신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차세대 지상파 방송 및 차세대 모바일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7>은 2x1 STBC 송수신 시스템을 

나타낸다.

 Dual-Polarized MIMO 시스템에 STBC 기법을 적용하기 위

하여 <그림 8>과 같이 4x2 Dual-Polarized MIMO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횡파와 종파 안테나를 각각 두 개씩 구성함으로써 

횡파와 종파 안테나에서 각각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인 STBC

를 적용 시킬 수 있다. 각각 두 개의 횡파와 종파 안테나에서 두 

time 동안 신호의 부호화 매트릭스가 송신된다.

 STBC를 적용한 4x2 Dual-Polarized MIMO 시스템의 횡파

와 종파 안테나의 송신 신호 구성은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그림 6. 시간-공간적 encoding 행렬

그림 8. 4x2 Dual-Poalrized MIMO 시스템

그림 7. 2x1 STBC 송수신 시스템 그림 9. 4x2 STBC Dual-Polarized MIMO 송신 신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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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두 개의 횡파 안테나와 종파 안테나를 이용하여 총 2번의 

time slot 동안 서로 다른 4개의 신호가 전송되므로 전송 속도는 

2x2 Dual-Polarized MIMO와 동일하지만, STBC 기법의 적용

으로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어 신뢰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Ⅳ. 고화질 고정/이동 방송 다중화 검증용 

무선 MIMO 전송 시뮬레이터

 고화질 고정/이동 방송 다중화 검증을 위해 2x2 Dual-

Polarized MIMO 시스템과 4x2 STBC Dual-Polarized MIMO 

시스템의 고차 변조 방식 및 LDPC code rate에 따른 비트오류

율과 처리량에 대한 성능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였다. 채널 코딩

은 BCH와 LDPC를 적용하였다. 고차 변조 방식은 16QAM에

서 4069QAM까지의 성능을 비교한다. FFT size, Pilot, LDPC 

code rate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2x2 Dual-Polarized 

MIMO 시스템과 4x2 STBC Dual-Polarized MIMO 시스템에

서 XPD(20dB)값의 유무에 따른 고차변조 기법을 설정하면 신

호 대 잡음 비에 따른 비트 오류율과 처리량에 대한 성능이 출

력된다. 시뮬레이터에 따른 모의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기

존 2x2 Dual-Polarized MIMO 시스템과 비교하여 4x2 STBC 

Dual-Polarized MIMO 시스템의 수신 성능이 현저히 개선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리량에 있어서도 4x2 STBC 

Dual-Polarized MIMO 시스템은 8K UHD 서비스를 만족하

기 위한 최소 요구조건인 70Mbps를 SNR 약 30dB 기준으로 

64QAM의 변조기법부터 만족하여 최대 약 105Mbps의 처리속

도를 확보할 수 있다.

Ⅴ. 결 론 

실감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으로 증가되고, 그 결과로 인해 TV는 흑백부터 컬러, 3D, 그

리고 4K와 8K UHD로 발전해오고 있다. 따라서 3DTV와 함께 

UHDTV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세계

적으로 방송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어 가고, 차세대 방송 기

술 개발을 위한 표준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4K UHD 상용화

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다음 세대인 8K 

UHD 영상 전송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고화

질 고정/이동 융합 서비스 다중화 검증용 전송 기술 확보가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용량 고화질의 고정/이동 방송 융합 서

비스가 가능한 무선 전송 방식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10. 8K UHD 송수신 시뮬레이터

16 | 정보와 통신

주제 | 8K UHDTV 동향과 서비스를 위한 Dual-Polarized MIMO 기술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연구진흥센터

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R0101-15-0189, 네트워크가 결합된 매체 독립형 차세대 융

합방송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참 고 문 헌

[1] 방통위·미래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

안”, 12.29 2015

[2] ITU-R Report BT.2246-5, “The present state of ul-

tra-high definition television”, Jul. 2015.

[3] ATSC Working Draft, “ATSC 3.0 Core Content Stan-

dard Video,”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

tee, Washington, D.C., Oct 1, 2015.

[4] ETSI TS 103 427 V1.1.1,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Dada broadcasting – MPEG-2 TS streaming, 

ETSI(July 2005)

[5] Y. Ye and P. Andrivon, “The Scalable Extensions of 

HEVC for Ultra-High-Definition Video Delivery,” 

IEEE Multimedia, vol. 21, no.3, pp. 58-64, July 

2014.

[6] Digital Video Broadcasting, Next Generation Broad-

casting System to handheld, Physical Layer Specifi-

cation (DVB-NGH), DVB Doc.A160, Nov. 2012.

[7] Carlos Gomez-Calero, Luis Cuellar Navarrete, Le-

andro de Haro, Ramon Martinez, “A 2x2 MIMO 

DVB-T2 system: Design, New Channel Estimation 

Scheme and Measurements with Polarization Diver-

sity”, IEEE Trans. on Broadcasting, vol. 56, no. 2. 

pp 184-192. June 2010.

[8] System Requirements for ATSC 3.0, 24 August 2015.

약   력

1997년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1999년 광운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11년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공학박사)

1999년~ 현재 전자부품연구원 

스마트네트워크연구센터 팀장/책임연구원

관심분야:  방송통신융합시스템, 

유무선디지털방송시스템, 에너지융합시스템 

1994년 중앙대학교 공학사

1997년 중앙대학교 공학석사

2007년 중앙대학교 공학박사

1997년~ 2011년 전자부품연구원 

모바일단말연구센터 센터장

2011년~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차세대 방송통신 시스템, 차세대 영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테스팅, IoT 플랫폼 

1990년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92년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96년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96년~2000년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2000년~현재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디지털 통신, 방송통신기술, 정보이론 및 

응용, IoT

권�기�원

백�종�호

송�형�규

2015년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공학사)

2015년~ 현재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MIMO, 협력통신, 방송통신기술 

고�영�민

JULY·2016 | 17

주제 | 8K UHDTV 동향과 서비스를 위한 Dual-Polarized MIMO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