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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후지 TV는 1957년 창립되어 1959년 3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일본 최대의 민영방송사이다.

1963년부터 후지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일본 최초의 애니메이션인 “우주소년 아톰”은 우리에게도

매우 잘 알려져 있다. 후지 TV는 3개의 유료 CS(Communication Satellite) 채널과 1개의 BS

(Broadcast Satellite) 채널, 그리고 1개의 지상파 채널로 현재 일본 내 약 28개 지역 네트웍 방송

을 송출하고 있다.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2014년 이래 후지 TV 기술연구팀

은 Hybrid Broadcast and Broadband TV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이 분야

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를 논문 및 전시회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및 개발 결과에 대하

여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방문단 6명은 2017년 5월 25일 도쿄도 오

다이바에 소재한 후지 TV를 방문하여 관련 기술팀과의 회합을 통하여 후지 TV의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데모와 함께 후지 TV 주조정실 견학도 함께 수행하였다(<그림 1>~<그림 3>). 

본 고는 이번 후지 TV 방송 방문 결과를 정리하여 방송.미디어분야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에게 조

금이라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되었다. 아울러 지면을 통하여 우선 이번 후지

TV 방문을 허락하여 주신 후지 TV의 아키야 국장님, 사이토 부장님, 니시자와 부장님 그리고 2017

년 NHK Open House 참관과 이번 후지 TV 방문을 지원해주신 GS 홈쇼핑, 그리고 이번 후지 TV

방문에 같이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나누어 준 방문단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칼 럼

후지 TV 방문 보고

신용우
MBC기술연구소장

<그림 1>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방문단 6명과 후지 TV 관계자

우리 학회 방문단 6명 (뒤열 좌로부터 - 박재홍교수(한양대), 김용한교수(서울시립대), 신용우소장(MBC),

호요성교수(광주과기원), 박종일교수(한양대), 앞열 오른쪽 - 조남익교수(서울대), 후지 TV 관계자 3분

(앞열 좌로부터) 사이토부장(국제협력부), 이토팀장(연구개발팀), 니시자와부장(기술관리부)

※ 본 기고는 2017년 GS홈쇼핑               의 국제학술교류지원사업의 일부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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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brid Broadcast and Broadband TV 서비스

한국에서는 이미 2017년 5월 31일 4K UHD 지상파 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제작 분야에서는 UHD 제작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송신 분야에서는 지상파에 할당할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위성과 OTT(Over The Top)에서만 서비스

가 가능한 상태이다. 4K, 그리고 더 나아가 8K 서비스는 위성을 통해 2018년 방송 시작을 목표로 여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

렇지만, Hybrid Broadcast 분야에서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이다. Hybridcast 1.0의 경

우, 방송 채널을 통하여는 TV 화면에 보여줄 동영상을 전송하고 관련된 부가서비스 정보는 인터넷인 Broadband 채널을 이용한

다(그림 4).

<그림 2> 도쿄도 오다이바에 소재한 후지 TV 

<그림 3> 후지 TV 지상파/BS 주조정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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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컴패니언 앱(Companion App)을 이용해 모바일과 연계된 서비스도 일본의 많은 지상파 방송사가 활발하게 제공

하고 있다<그림 5>.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에서는 주파수 부족으로 인하여, 지상파 4K UHD 방송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상파 시

청자들도 4K UHD를 시청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2014년부터 후지 TV를

중심으로 고심한 바, MPEG HEVC/H.265 기술을 사용하여 부호화한 데이터를 MPEG-DASH를 사용하여 인터넷망으로 끊김

없는 비디오 스트리밍 송출 방법을 고안하였다. 시청자가 HD 프로그램을 보다가 4K 영상을 시청하고 싶을 경우 4K 시청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망으로 전송된 4K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형태인데, 이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6>과 같다.

인터넷망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비디오 스트리밍 프로토콜로써 MPEG-DASH를 활용하는데 이를 다른 프로토콜

과 비교하면 <그림 7>과 같다.

지상파 방송망을 활용한 HD 전송과 Broadband를 활용한 4K UHD 서비스를 할 때 양 해상도간의 화면 전환은 <그림 8>과

같이 동작한다. 즉, HD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가 4K UHD를 지원하는 TV수신기상의 UHD 전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터넷망

<그림 4> Hybridcast 1.0의 화면 구성과 전송채널

<그림 5> 모바일과 연계된 일본 지상파 방송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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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송되는 4K UHD 데이터와 지상파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던 HD 데이터는 Time Sync를 중심으로 동기화된다.

실제 데모 화면은 <그림 9>와 같다. 그림에서 맨 왼쪽 화면이 HD 화면 즉 On-air 화면이고, 우측 2개 화면이 현재 데모중인

UHD 화면이다.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스트리밍 비디오 데이터는 망 상황에 따라 최저 전송률인 경우 1~3Mbps, 최고인 경우 16Mbps로 전

송될 수 있는 Adaptive Bitrate Streaming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인터넷망 상황이 좋은 경우 각 세그먼트에서 제일 높은 전

송률인 16Mbps로 전송되지만, 좋지 않을 경우에는 1~3Mbps로 전송되고 TV수신기는 가변적으로 이를 받아서 영상을 보여준

다<그림 10>.

<그림 6> 인터넷망을 연동한 4K 비디오 서비스 개념도

< 그림 7> 비디오 전송 프로코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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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상파 HD와 Broadband를 활용한 4K UHD 서비스 데모

<그림 10> 인터넷망 상황에 따른 Adaptive Bitrate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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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MPEG Dash 비디오 생성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Mezzanine 비디오는 AWS (Amazon Web

Server)의 S3 스토리지로 인제스트(ingest) 된다. 이후 저화질 엔코더인 ffmpeg를 통해 저화질 비디오가 생성되고, 고화질 비

디오는 Elemental 서버를 통해 부호화 된다<그림 11>.

또한 라이브 프로파일인 경우 Elemental 서버로 부호화하고 Dashing까지 완료한다. MPEG Dash의 스펙은 <그림 12>와

같다. Broadband 망을 통한 비디오 데이터 전송 과정은 <그림 13>과 같다. 먼저 저화질부터 고화질까지 여러 급으로 부호화 된

비디오 데이터는 AWS 클라우드의 Origin 서버에 저장된다. 이후 이 데이터는 CDN에 복사 저장된 후, 일반 시청자에게 전송되

는 구조이다.

<그림 11> MPEG Dash 비디오 생성 과정

<그림 12> MPEG Dash 비디오 생성 관련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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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Broadband 망을 통한 비디오 데이터 전송 과정

<그림 15> 후지 TV 의 기술개발

<그림 14> 2016년 현재 일본 인터넷망 상태

2017년 7월   121



2016년 현재 일본의 인터넷망 상태는 <그림 14>와 같다. 즉, 4K UHD를 보낼 수 있는 비디오 Bitrate가 16Mps인 인터넷

가입자가 약 66%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술개발과 Test 결과는 2015년에 후지 TV와 NHK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NHK오픈하우스 전시회에 해당 기술을

전시하였고, 현재까지 여러 기술 요소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그림 15>).

<그림 16>은 위와 같은 기술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후지 TV가 시험적으로 제작한 4K Landscape 프로그램이다. 시청자가

4K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초기화면의 4K 전송영상시청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4K영상을 시청할 수 있

다.

3. 결 언

일본은 지상파용 주파수 부족으로 인해 4K UHD영상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앞서 살펴본 인터넷망

을 이용한 전송과 이를 지상파 HD 서비스와 연계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망을 통한 비디오 데이

터 전송은 국가적인 통신 네트웍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 네트웍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한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사가 TV 가전사와 연합하여 방송망으로 전송되는 HD 혹은 4K UHD 영상을 인터넷망으로 전송

되는 영상 및 정보와 연계하여 4K 내지 8K UHD 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좋은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

일 이 기술이 잘 개발된다면 미래에는 네트웍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방송망의 4K 영상과 5G 기반 인터넷망의 4K

영상을 합쳐 8K 영상을 만들어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선행적인 개발을 지상파 방송

사와 국내 산학연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그림 16> 후지 TV가 시험적으로 제작한 4K Landscape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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