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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공적인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진행 국가와 해당 도시

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파급 효과가

있음이 다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최근의 국제 메가 스포

츠 이벤트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과 방송통신 융합의 전시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만의 과제와 역할로는 성공할 수 없다. 국제 스포츠 이벤

트 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회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스폰서는 이벤트 개최와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로 그 선정에서부터 중요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있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정적

인 개최와 성공을 기대하며 2014 아시안 게임의 사례를 중심

으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방송

통신망 Infra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Ⅰ. 서 론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진행 국가와 해당 도

시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

드컵’등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는 국제 스포츠 이벤

트의 영향력을 통해 경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

다.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는 국가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

함으로써 글로벌화와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특히 대회의

Infra 구축과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식 후원 계

약을 맺고 개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스포

츠 마케팅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를 거

둘 수 있다[1]. 

최근에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36개 종목에 45

개국 13,000명이 참가한 17회 대회로 우리나라에서

는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역사,

행사를 위한 방송과 미디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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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종교, 문화 등이 다양한 아시아 각국이 최첨

단 도시 인천에서 만나 미래를 계획하자는 뜻의

“Diversity shine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

화합, 배려의 대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최첨단 IT 저탄소 대회”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하였다. 경기종목을 광저우 대회의 42개 종

목에서 36개 종목으로 축소하고, 17개 신설 경기장

을 제외한 32개 경기장과 49개의 훈련시설은 민간

시설을 활용하거나 인천에 가까운 9개의 주변도시

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였다. 대회 운영비도

도화 2조 5천억, 광저우가 6천 5백억 원보다 훨씬

적은 4천 8백억 원으로 대회를 운영하였다. 인천아

시아경기대회의 운영을 두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와 국내 언론이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운영예산의 대폭 감소, 세

월호 사고, 주체도시 시장의 교체, 브라질 월드컵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2].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이제 단순히 정부만

의 과제와 역할로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방송통신 융합의 전시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

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회를 기획

하고 주관하는 스폰서사는 이벤트 개최와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그 선정에서부터 중요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4 아시안 게임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방송통신망

Infra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최첨단 IT와 저 탄소 중

심의 대회운영 그리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를

통해 아시안게임의 Role Model 확립을 목표로 추

진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인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및 방송통신망을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주관 방송·통신사를 선

정하여 사업수행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014 AG

통신 인프라 및 전자장비 구축운영에 대한 주관통

구분 역할 / 기능 개소

방송중계
• 방송센터-경기장간의 방송신호 중계 • 경기장 40개소 (비압축 15개소 포함)

전용회선
• 주경기장-중계차/수신기지간의 방송신호 중계 • 중계 거점 8개소

(226회선) • 인천시내 뷰티샷 및 UHD시범회선
• 뷰티샷 4개소

• UHD 1개소

일반 • 방송센터-경기장간의 방송일반회선 • 경기장/비경기장 41개소

전용회선 • 주경기장-중계차/수신기지간의 방송일반회선 • 중계 거점 8개소

(166회선) • 인천시내 뷰티샷 및 기타일반회선 • 뷰티샷 외 2개소

코멘터리
• 방송센터-경기장중계석간의 코멘터리회선 • 중계석 28개소

전용회선

기타
• 방송중계 통합 모니터링 / 관제

• CDT 내 1개소 및 각 SBC, TOC 포함
• 방송중계시스템 통합EMS

<표 1> 2014 AG 방송통신 Infra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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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로 2014년 4월 SKT가 선정되었고[3], 2014년

8월까지 방송통신 Infra구축을 완료하고 Technical

Rehearsal을 진행하였으며, 아시안게임 대회기간

(2014년 9월 13일 ~ 2014년 10월 4일) 동안 안정적

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대회를 위

해 40개 경기장과 4개의 비경기장에 구축·운영된

방송인프라 및 방송중계망의 범위는 ① 대회 실시

간 방송중계망(압축/비압축), ② 일반 방송 전용망

(4W, RD), ③ 코멘터리 전용망, ④ 기타 전용 회선

망(ISDN, MCR, UHD)으로 나눌 수 있다. 

압축 및 비압축 방송중계망 구성은 국제방송센

터(IBC : 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와

경기장간 방송신호 전송을 위한 전용회선과 양단간

의 방송신호(주, 예비, 리턴)의 송수신을 위한 코덱

장비의 구성을 의미한다. 일반 방송 전용망은 국제

방송센터(IBC)와 경기장간 비상연락용 인터콤,

Time Code전송, 뷰티샷 카메라 원격제어를 위한

전용회선이다. 코멘터리 전용망은 국제방송센터의

CSC(Commentary Switching Center)와 경기장

코멘터리룸의 CCR(Commentary Control Room)

간 방송해설 전용회선을 의미한다. 기타 회선은 방

송신호의 해외 전송을 위한 SNG(Satellite News

Gathering) 수신과 Satellite Uplink, 해저케이블

접속, UHD 전송을 위한 전용회선을 의미한다. 또

한 방송중계망은 안정적인 무 중단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방송센터(IBC)와 경기장간 효율적이

고 안정적인 신호 전송을 위해 Ring 형태의 구성방

식을 가진다.

<그림 1> 2014 AG 방송중계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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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 중단 서비스를 위한 방송중계 및 방송관

련 회선은 주/예비 회선으로 이중화하여 구성된다.

시내권역 주요 핵심 경기장은 안정적인 방송신호와

고품질의 영상신호를 광으로 전송하는 비압축 코덱

장비와 광대역 전송망(MSPP : Multi Service

Provisioning Platform)에 DS3프레임으로 수용되

어 전송되는 MPEG압축 코덱 장비로 이중화하여

구성된다.  각 경기장의 방송해설신호 전달을 위해

서 IBC의 CSC와 경기장의 CCR 접속을 지원하며

ISDN 접속을 사용하는 국가의 지원을 위해 ISDN

접속망을 추가로 제공한다. 

1. 경기장 방송중계망의 구성

각 경기장에서 촬영된 Baseband 방송신호는

TOC(Technical Operation Center)에서 HD-SDI

신호방식으로 인코더에 접속되며 비압축 신호인 경

우 직접 광으로 전송되고, 압축 신호인 경우 DS3

<그림 2> 경기장 방송중계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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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화 신호로 변환되어 MSPP(다중서비스 지원

플랫폼)에 수용된다. MSPP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

털 신호를 동기식 다중화 신호(STM-n)로 변환되

어 광으로 IBC까지 전송한다. IBC로 집중된 각 경

기장의 신호는 Telco Room에서 다시 역다중화 과

정을 거치고 HD_SDI 신호방식으로 변환되어 IHB

에 접속된다. 

방송중계망 기술은 방송신호 규격을 준수하는 시

스템을 채용하여 방송신호를 경기장에서 방송센터

까지 안정적으로 전달 및 무 중단 서비스가 가능하

게 하는 기술이다. 크게 방송신호 압축기술, 방송신

호 전송기술, 방송신호 감시 및 운영기술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최신의 안정적인 HD Encoder를 사용하여

고성능, 고효율, 고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주요 스포츠 경기장은 역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화질의 열화와 지연이 없는 비압축 전송망을 구성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기장은 네트워크 트래픽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

해 MPEG-4 AVC 기반으로 압축하고 DS3 다중화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둘째, 다양한 방식의 전송 프로토콜 수용으로 유

연한 전송망을 제공해야 한다. 즉 방송신호, 방송신

호 모니터링회선, 장비관리회선 등의 다양한 프로

토콜을 단일 장비에서 수용하고 Interfacing하여

전송하기 위해 MSPP(다중서비스 지원 플랫폼)으

로 구축하였다. 

셋째, 방송신호 모니터링과 통합 EMS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감시환경을 운영해야 한다.

Return 신호 모니터링을 위해 각 경기장 방송신호

확인을 위한 Multi Viewer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

며, 통합된 EMS를 IBC 내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

체 방송중계 상황 및 경기장 별 원격지 장비를 모니

터링 및 컨트롤이 가능해야 한다.

2. 코멘터리 회선의 구성

국제방송센터 CSC와 각 경기장의 코멘터리 CCR

간 방송해설용 전용망은 Dark Fiber(전용 광선로)

기반 주/예비 회선 구성을 제공하며, 원거리 경기장

의 경우 Ethernet 망으로 주/예비 이중화로 구축한

다. 코멘터리 회선은 경기장 코멘터리룸 중계석의

기능구조 구성 개요 구성의 기술적 특징 / 구성 내역

• 멀티 슬롯 확장 인터페이스
• 대용량 10G 트렁크 모듈을 통하여 다수의 비 압축 신호 제공

• 환경에 맞는 이중화 전원 구성
• 단일 모듈 내 다수의 인터페이스 제공으로 긴급 회선 요청 시

비압축 코덱 • 대용량 10G 광 트렁크 제공
서비스 모듈 증설 없이 긴급 확장 제공

• 다양한 인터페이스 포트 제공
• 경기장 및 환경 상황에 맞는 AC/DC 전원 이중화 구성

• 컨트롤 및 관재용 EMS 제공
• 통합 컨트롤 및 관재용 EMS를 통하여 수용 방송 신호의

노드 별 추적 감시

• 입력신호에 대한 모니터화면 제공으로 직관적 입력신호 감시

• 입력신호 모니터링 • 고 화질 압축 신호를 DVB-ASI 또는 DS-3, IP 신호 등 다양한

압축 코덱 • 고 화질 압축 품질 제공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공

• 저 지연 모드 • 저 지연 모드를 통하여 압축 지연을 최소화하여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

<표 2> 비압축 코덱과 압축 코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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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방송용 방송/음성 신호를 IHB(주관 방송사)와

RHB(국내외 방송사)에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다.

경기장의 위치 및 특징에 따라 Dark Fiber 및

Ethernet 방식을 혼용하여 구성한다. 코멘터리 용

장비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기장별 전용

EMS에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IBC에서 통합 감시

를 진행한다. 

3. 국제 방송망 접속

IHB에서 RHB로 송출되는 각 영상신호는 국/내

외로 전송 지원하기 위해, KT-SAT 위성기지국 또

는 해저망의 임차 접속점까지 전송망을 구성한다.

전송신호는 DS3 또는 STM-n 계위의 접속 인터페

이스를 지원하고 전송망은 Ring 형태의 이중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4. 중앙관제센터 구성 및 방송 모니터링

MCR(주조정실)은 경기기간 동안 방송신호 감시

및 입출력을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신호 품질 측정 및 효과적인 품질 유지가 필요하며

해외 방송사와 신호를 요청하는 고객사의 요구에 빠

르게 대응해야 한다. 비 압축 회선 및 압축 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방송 회선은 MCR에서 감시되

고 제어될 수 있도록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회선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MCR에서

는 방송신호의 집선, 분배, 모니터링, 계측 등 전송

되는 모든 방송신호의 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통해 방송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장의 방송 모니터링은 현장 상주 요원의 지

속적인 실시간 감시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가 필요하다. EMS를 통해 관제하되 리턴 신호를

<그림 3> 코멘터리 회선 접속 구성도

<그림 4> 국제 방송망 접속 구성도(위성 접속, 해저케이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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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실시간 감시하여 장애 유무 및 전송 신호

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EMS는 방송장비 및 전

송망의 성능관제, 제어, 오류수집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신속한 장애처리 및 고장관리를 할 수

있다. 방송관련 각종 EMS들은 MCR의 통합모니터

링 환경을 제공하며, 회선 및 장비의 장애와 성능

이상 시 가시/가청 경보를 통해 인지시켜주고 고장

처리 시간을 최소화 함으로써 방송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전송망의 구성 기술

전송망은 경기장에서 촬영된 음성/영상의 방송신

호, 중계석의 코멘터리 정보/음성, EMS 관제를 위

한 장비 Management 회선, 기타 일반전용회선 등

을 안정적으로 전송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선 및 장비의 이중화,

광선로 이원화, 전송경로 이중화, 신속한 우회 절

체, 트래픽의 분리, QoS(Quality of Service) 설정

등의 통신망 기술이 적용된다. 

첫째, 회선 및 장비의 이원화는 주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 회선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주/예비 두개의 회

선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예비 각

각의 회선은 별도의 장비로 나누어 구성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선로 이원화는 건물에 인입되는 광케이블이

동일한 통신관로에 수용되어 동일한 경로로 구성 될

경우 공사 및 사고 등에 의해 통신관로와 광케이블

이 파손된다면 물리적으로 이중화된 주/예비 회선도

동시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장으로 인입되는 광케이블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다

른 통신관로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셋째, 전송경로의 이원화는 경기장 인입경로 이

원화의 확장 개념으로 서비스 END TO END 간 다

양한 통신경로가 있다면 가급적 구성을 달리하여

<그림 5> MCR(주조정실)의 EM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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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 선로선 상에서 발생되는 사고와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통 전송장비부터 광선

로까지 통신망 사업자를 이원화하기 위해 예비회선

은 타 통신사에 임차를 하여 구성하게 되면 장비/인

입경로/광케이블 전구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구성의

이원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우회절체는 전송로 상에 문제가 발생되었

을 경우 서비스를 신속히 유지하기 위해 트래픽의

경로 변경을 의미한다. 앞서 이야기한 장비/인입경

로/광케이블 이원화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문제

발생시 50ms 이내에 트래픽이 자동 절체되도록 국

제표준으로 설계되어 사용자는 방송통신망 상에서

이루어지는 고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비스는

Seamless하게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트래픽 분리와 QoS는 방송신호의 신

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 전송망 내에서 논리적으로

트래픽을 분리하고 할당된 Bandwidth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번 대회의 주관통신사는 방송신호를 안정적으

로 전송하면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지원을

위해 검증된 국내 광전송장비(MSPP)를 활용하여

망구축을 하였다. 국내 광전송장비 제조사는 장기

간 국내 통신사업자에 시스템을 제공하고 다년간

서비스를 통해 검증된 Vendor로 Global 기업의 기

술과도 경쟁력이 있다. 

Ⅲ. 결 론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진행 국가와 해당 도

시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파급 효과가 크므로 기획, 구축,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 신뢰성과 역량을 갖춘 스폰서와 파트너십을

맺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 스포

츠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국내의 선진

정보통신과 방송통신기술의 향연으로 국내 기업들

<그림 6> 전송망 구성 핵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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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자리이다. 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운영에서

모든 경기장과 경기시설은 최첨단 IT시스템 기반으

로 관리하고 경기기록은 실시간 계측되어 공유되어

야 하며, 둘째, 경기의 전 과정은 촬영과 동시에 코

멘터리를 포함하여 IBC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될

수 있는 유/무선/위성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셋

째, 경기에 참여하는 위원회/선수/관중들의 편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

템과 온라인/모바일 네트워킹 접속 가능한 환경을

통해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4]. 마지막으

로 방송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표준화된 최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방송신호 전송을 위한 회선

의 이중화와 전송망의 이원화를 통해 무 중단 방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고장 발생시 Case별로 복

구 시나리오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개최 예정인 제23회 평창동계올림

픽은 한국이 19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지 30년

만에 2번째로 개최하는 올림픽이자, 국내에서 개최

되는 첫 번째 동계 올림픽 대회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순 스포츠

축제가 아닌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선도하는 우리

의 전문기술을 세계에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창 조직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적용할 주요 기술은 ETRI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 중인 5G, 디

지털방송, 인공지능, 몰입형 콘텐츠, 안전 등과 관

련된 5개 분야이다[5]. 이러한 IT기술을 성공적으로

선보이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Infra의 구축 기획과

안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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