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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VC 기반 UHD 방송·통신 융합방송 서비스 기술

요 약 

본고에서는 방송과 통신 기반의 융합형 방송 서비스를 사용

자가 고정 & 이동 환경에서 방송망 및 통신망을 통해 최적화된 

고품질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SHVC기반 UHD 방

송·통신 융합방송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융

합방송을 전송하기에 적합한 전송 프로토콜인 MMT, 원 영상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인 SHVC, 계층적으로 압

축된 영상 데이터를 방송망 단일 채널을 통해 전송 가능한 전송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이용한 

SHVC기반 UHD 방송·통신 융합방송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

하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융합방송 시스템의 기

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Post-HD 시대를 대비하여 4K & 8K UHDTV 

(Ultra High Definition TV) 등 실감의 대용량 방송에 대한 연

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망

과 통신망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융합방송 

(Convergence Broadcasting)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융합방송 개발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HbbTV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이며[1], HbbTV

는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방송망과 통신망을 융합하여 실시

간 방송을 제공함과 동시에 리턴 패스 (Return Path)를 통한 

하이브리드 방송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HbbTV에서는 새

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보단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

점을 맞추어 기존의 방송 및 통신 융합 콘텐츠를 결합하고, 네

트워크 단의 시그널링 (Signalling) 및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개발하여 하이브리드 융합 방송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의 NHK 2014~2016 Openhouse

에서도 매년 Hybridcast for 8K Super Hi-vision 등의 서비

스 시나리오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고[5], 최근 완료중

인 미국향 ATSC 3.0 표준화에서도 HbbTV와 연계한 융합방송 

서비스에 관련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는 일반 시청자

들이 수신기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면서 방송망 및 통신

망을 통해 IBB(Integrated Broadcast Broadband)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규격화 작업이 TTA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진행 중에 있다[2].

이 가운데 대학교/연구소/장비 개발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을 통해, 방송과 통신 기반의 융합형 방송 서비스를 사용자가 

고정 & 이동 환경에서 방송망 및 통신망을 통해 최적화된 고

품질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방송 장비 및 모

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3][4]. 이 연

구에서는 최신의 계층적 영상 압축 기술인 SHVC (Scalable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영상 압축 기술[5], IP 네트워

크나 디지털 방송 환경 등 혼재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멀티미

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송 프로토콜 기술

그림 1. DVB-S 위성방송전송시스템을 이용한 HbbTV 하이브리드 터미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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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MMT (MEPG Multimedia Transport) 프로토콜[6], 그리고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 T2 (2nd Generation 

Terrestrial) 방송 전송 시스템[7]의 다중화 기법 및 전송 기법

들을 적용하여 융합방송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에 본 고에

서는 이러한 SHVC 기반 UHD 방송·통신 융합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융

합방송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개한다.

Ⅱ. 본 론

1. 방송통신 융합방송을 위한 전송 프로토콜

MPEG은 IP 네트워크나 디지털 방송 환경 등 혼재된 네트워

크 환경 하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

도록 하는 MMT 기술을 표준화하였다[4]. MMT는 새로운 인터

넷 전송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전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부호화된 미디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기

술을 정의한다. <그림 2>는 MMT의 캡슐화(Encapsulation), 

전송(Delivery) 시그널링(Signaling)의 세 가지 기능영역 계층 

관계를 나타낸다.

첫 번째, 캡슐화 기능 영역은 부호화된 미디어 콘텐츠의 논

리적인 구조와 ISO-BMFF (ISO Based Media File Format)

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소비 가능한 단위인, MPU 

(Media Processing Unit)를 정의한다. 전송 시에 MPU 크기가 

과도하게 클 경우 두 개 이상의 MFU (Media Fragment Unit) 

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송 기능 영역은 응용 계

층 전송 프로토콜과 페이로드 포맷을 정의한다. MMTP(MMT 

Protocol)는 IP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디어 타입과 코덱에 

관계없이 미디어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전송 프로토콜이며 프로

토콜 레벨에서 다중화를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그널링 

기능 영역은 미디어 데이터의 전달과 소비에 필요한 메시지 포

맷을 정의한다.

<그림 3>과 같이 MMT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전송에 적합

하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하여 에셋(Asset)과 

패키지(Package), 두 가지 논리적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있

다. MMT 에셋은 부호화된 미디어전송을 위해 같은 에셋 ID를 

가지는 MPU의 논리적인 그룹이다. 에셋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MMT 패키지는 하나 이상의 에셋과 프리젠테이션 정보를 가지

는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로 프리젠테이션 정보는 콘텐츠 소비

를 위한 에셋 사이의 공간과 시간적 관계를 상세화한 문서이며, 

에셋들 간의 공간 정보는 HTML5 문서로, 시간 정보는 XML 

문서로 표현된다. MMT는 이기종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

하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에 속한 에셋이라도 서로 다른 전송 특

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MMT 전송 프로토콜은 방송망과 통신망을 결합한 융

합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방송 망 

외에 인터넷 등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멀티미디

어 콘텐츠는 전송되는 네트워크의 특성에 맞게 다시 인코딩 되

어야 하는데 MMT를 적용하면 IP를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네

트워크에서든지 콘텐츠를 다시 사용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MT는 CI를 통해 디바이스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MMT는 HTML5를 통해 미들웨어의 추가적인 기능이 없이 

즉시 처리 할 수 있다[4]. 그러므로 방송망과 통신망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MMT를 전송 프로토콜로 채용할 경우 이

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림 2. MMT 기능 계층 모델

그림 3. 패키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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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층적 영상 압축 기술

현재 SVC (Scalable Video Coding) 기법을 채용하고 있는 

H.264 영상 압축 기술은 MPEG-2 기술보다 2배 높은 압축률

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SVC 기법의 높은 복잡도와 압축 

효율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는 단점을 보였다[8].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기법은 최신의 영상 

압축 기술인 H.264 기법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써 표준이 최근 

완료되었으며, <그림 4>와 같이 MPEG-2 기술보다 최대 2배 

높은 압축률을 보이는 H.264 기법 대비 최대 50%의 압축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HEVC 영상 압축 기술은 앞으로 다가올 

UHDTV 방송 시대에 대비하여 초고해상도 & 초고화질에 대응

하기 위한 영상 압축 기술로써, 넓은 범위의 해상도와 색 깊이, 

무손실 코덱, 그리고 스케일러블 (Scalable) 비디오 코딩 기법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였다[9].

그 중에서도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기법인 SHVC (Scalable 

HEVC) 기법은 기존의 H.264 압축 기술에서 스케일러블 비디

오 코딩 기법의 복잡도가 매우 높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

대한 구현 복잡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5>는 SHVC 압축 기법을 설명한 그림으로, 8K UHD 원 비디

오 영상을 SHVC 기법으로 압축을 수행할 경우 세 종류의 비디

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두 개는 부가적인 4K UHD 및 8K 

UHD 부가 계층 (EL, Enhanced Layer) 비디오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HD 기본 계층 (BL, Base Layer) 비디오 데이터

를 얻을 수 있다. HD BL 비디오 데이터는 SHVC (또는 HEVC) 

복호 기법을 이용할 경우 온전히 HD 급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

는 반면, 부가적인 4K & 8K UHD EL 비디오 데이터만을 이

용하여 4K & 8K UHD 영상을 재생할 수는 없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4K UHD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HD BL 

및 4K UHD EL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SHVC 복호화를 수행

해야 하며, 8K UHD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HD BL, 4K 

UHD EL, 그리고 8K UHD EL 비디오 데이터 모두를 취합하여 

SHVC 복호화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SHVC 영상 압축 기술을 이용할 경우 압축된 BL 및 

EL 데이터를 서비스 시나리오 또는 채널 수용 전송량에 따라 

방송망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각각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단에

서는 채널의 상황 및 수신 시나리오에 따라 BL 및 EL 데이터를 

이기종망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수신하여 적절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계층적 방송 전송 기술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T2 (2nd Generation 

Terrestrial) 시스템[7]은 유럽향 2세대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

송 시스템으로써, 2009년에 표준이 완료되어 현재 유럽에서 

그림 4. HEVC 압축률 비교도

그림 5. SHVC 계층적 영상 압축 기술 개념도

그림 6. SHVC 계층적 영상 복호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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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채용되고 있는 최신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스템이다. 

DVB-T2 시스템은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반의 전송 시스템으로서 <표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최신의 채널 부호 기법인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 BCH 연계 부호[10][11][12]를 채용하고 있으며, 최

대 256 QAM 변조 기법과 다양한 종류의 FFT (Fast Fourier 

Transform) 및 보호구간 사이즈 등의 전송 모드를 채용하여 데

이터 전송률을 최대화 하였다. 비트 (Bit), 셀 (Cell) 인터리빙, 

시간 및 주파수 축의 다양한 종류의 인터리빙 기법을 채용하고, 

회전 성상도 변조 및 사이클릭 (Cyclic) Q 지연 기법 등을 이용

하여 시변 다중 경로 채널에 강인하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DVB-T2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단일 지상파 채널

을 통해서 다수 계층의 방송 서비스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M-PLP (Multiple-Physical Layer Pipeline) 전송 기법을 채

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PLP를 서로 다른 채널 부호율과 변조 성

상도를 적용하고 하나의 전송 프레임 내에서 다중화하여 전송

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그림 7>과 같이 PLP 1으로는 SD 

(Standard Definition) 방송 데이터를 16 QAM으로 변조하고 

3/4의 부호율로 부호화 하고, PLP3로는 3D TV 방송 데이터를 

256 QAM으로 변조하고 4/5의 부호율로 부호화 한 뒤, <그림 8>

과 같이 하나의 단일 프레임 내에 M-PLP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법이다. 이 경우, 송신되는 신호가 같은 채널 상황을 

겪더라도 PLP1 계층으로 전송되는 SD 방송 데이터는 PLP3로 

전송한 3D TV 방송 데이터에 비해 채널에 더 강인한 면을 보이

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수신기는 채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

으로 PLP 계층의 데이터를 취하여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단일 프레임 내 OFDM 심벌들의 FFT 및 보호구간의 크기는 변

하지 않으며, <그림 8>에 나타난 P1 & P2 OFDM 심벌은 시스템 

정보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된다.

M-PLP 전송 기법은 서로 다른 계층의 데이터를 각각 다른 

채널 부호율과 변조 성상도를 적용하여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

서 전송할 수 있는 반면, 프레임 내의 OFDM 심벌의 크기나 보

호구간의 크기는 달리할 수가 없다. 반면 긴 지연 경로를 가지

는 정적 (static) 다중경로 채널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4K UHD 

계층 데이터의 FFT & 보호구간의 크기와, 매우 빠르게 변화하

는 이동 모바일 수신 상황을 상정하는 HD 계층 데이터의 FFT 

& 보호구간의 크기를 같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은 없다. 또한 수

신단에서 SHVC 복호를 하는 경우, 4K UHD 계층의 데이터 보

다 HD 계층의 데이터가 원활한 복호에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채널 상황과 SHVC 복호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4K 

UHD 계층 데이터의 FFT 크기는 크게 하고 보호구간의 비중

을 줄이며, HD 계층 데이터의 FFT 크기는 되도록 작게 그리고 

보호구간의 비중을 크게 하는 것이 동일하게 양 계층의 FFT & 

보호구간의 크기를 가져가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FEF (Future Extension Frame) 다중화 기법을 적용한 

DVB-T2 Lite profile[7]이 소개 되었고, FEF 기법을 이용하면 

다른 계층의 데이터의 FFT & 보호구간의 크기를 달리하여 전

그림 7. Multiple-PLP 개념[13]

그림 9. FEF 기법을 적용한 DVB-T2 전송 프레임 구조
그림 8. 단일 프레임 내의 Multiple-PLP 데이터 다중화 개념[13]

표 1. DVB-T2 방송 시스템 전송 기술 및 제공 모드

FEC LDPC & BCH

Channel	code	rate 1/2,	3/5,	2/3,	3/4,	4/5,	5/6

Constellation QPSK,	16QAM,	64QAM,	256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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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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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ot	Mode PP1~PP7	(전체	부반송파	대비	1%	~	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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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P1 & P2 심벌들의 빈도는 증

가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효율 면에서는 Multiple-PLP 다중

화 기법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FEF 전송 기법은 DVB-T2 표준화 시에 향후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채택한 기법으로, <그림 9>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단일 슈퍼 프레임을 주기적인 다수의 T2 프레임

과 FEF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전송하는 기법이다. M-PLP 전

송 기법은 단일 슈퍼프레임이 다수의 T2프레임만으로 구성이 

되므로 전송 프레임 내의 OFDM 심벌의 크기나 보호구간의 크

기는 달리할 수가 없는 반면, FEF 기법을 적용할 경우 T2 프레

임과 FEF 프레임의 OFDM 심벌, 보호구간의 크기 및 프레임 

내 OFDM 심벌의 수 등을 각각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M-PLP 및 FEF 다중화 기법을 이용할 경우, 각각의 

계층 비디오 데이터의 요구 데이터 전송량 및 수신 신뢰도에 따

라 변조 성상도, 채널 부호율 등을 달리하여 단일 방송 채널 내

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4.  SHVC 기반 UHD 방송·통신 융합방송 서비스    

시나리오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SHVC 기반의 UHD 방송·통신 

융합방송 서비스 구상도는 <그림 10>과 같다. SHVC 영상 압

축 기술을 이용하여, 8K UHD 원영상을 압축한 뒤 세 개의 계

층 영상 데이터인 8K UHD EL, 4K UHD EL 그리고 HD BL 

영상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 때, 각각의 8K & 4K UHD EL 및 

HD BL은 MMT 전송 프로토콜로 Encapsulation된다. 이렇게 

얻어진 계층 영상 데이터 중 4K UHD EL 및 HD BL 데이터를 

M-PLP 또는 FEF 다중화 기법을 이용하여 지상파 단일 채널

을 통해 방송망으로 전송한다. 이 때, 높은 데이터 요구 전송량

과 거치형 수신기를 상정하는 4K UHD EL 데이터는 고차 성상

도 (예: 256 QAM) 및 채널에 상대적으로 덜 강인하도록 변조

하여 전송하고, 낮은 데이터 요구 전송량과 이동 수신기를 상정

하는 HD BL 데이터는 저차 성상도 (예: 16 QAM) 및 채널에 강

인하도록 변조하여 전송한다[3].

채널 상황이 고정적이며 수신 신호 감도가 좋은 거치형 수신

기는 4K UHD EL 및 HD BL 데이터를 방송망을 통해 모두 수

신하여 4K UHD 영상을 재생하고, 채널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

화하고 수신 신호 감도가 비교적 낮은 이동형 수신기는 HD 기

본 비디오 데이터만을 수신하여 HD 영상을 재생하게 된다. 그

리고 부가적으로 통신망에 연결된 고정 수신기는 방송망을 통

해서 수신한 4K UHD 부가 및 HD 기본 영상 데이터를, 통신망

을 통해서 수신한 8K UHD 부가 영상 데이터와 결합해서 8K 

UHD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방송과 통신 기반의 융합형 방송 서비스를 사용

자가 고정 & 이동 환경에서 방송망 및 통신망을 통해 최적화된 

고품질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SHVC기반 UHD 방

송·통신 융합방송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융합방

송을 전송하기에 적합한 전송 프로토콜인 MMT, 원 영상 데이

터를 계층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인 SHVC, 계층적으로 압축된 

영상 데이터를 방송망 단일 채널을 통해 전송 가능한 전송 기

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이용한 

SHVC기반 UHD 방송·통신 융합방송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

하고 설명하였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던 것처럼 다가오는 Post-HD 시대를 맞

이하여 방송망과 통신망을 결합한 방송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서비스 시나리

오, 전송 기술 또는 시스템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

한 가운데 본고에서는 SHVC를 기반으로 UHD 방송·통신 융

합방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 및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

며, 그 결과로 MPEG 114차 회의에서 기본 망으로 방송망을 통

해 MMT를 기반으로 BL 데이터를 송출하고, 추가망인 통신망

으로는 http를 통해 EL 데이터를 송출하는 내용 등에 관한 기

고문이 채택되었다[14][15].

이 후, 실제 상용 수준의 융합방송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기 위해서는 실제 통신망과 방송망의 동기화 & 지연 문제, 실그림 10. SHVC 기반 UHD 방송·통신 융합방송 서비스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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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량으로 인한 흐름 제어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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