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미디어환경 변화와 방송

현재 미디어환경을 사회적, 현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산업혁명과 미디어 발전을 연계한 리프킨1)

의 비교 설명은 의미가 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

관(석탄)과 도시화로 대표되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인쇄 미디어라는 것이다. 인쇄를 통하여 지식의 전

달이 용이해지면서 기술공유와 발전이 가속화되었

다는 것이다. 2차 산업혁명은 석유(탄소)와 외곽화,

수직적 권력으로 대표되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TV,

라디오, 신문 같은 미디어이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라디오와 TV는 노동자들을 위한 오락과 정보전달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은 재생 에너지, 네트워크화, 인터넷을 통한 수평적

권력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덧

붙이자면, 메타 네트워크로 불리는 인터넷은 미디어

서비스 전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방송들도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과 연계된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고, 인터넷 자체를 이용한 IPTV나 스마트TV,

OTT 서비스들도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생태계는 C(Contents)-P

(Platform)-N(Network)-D(Device)의 가치체계를

갖는다. 이 중 플랫폼과 네트워크는 미디어 발전 측

면에서 국내에서도 편재성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영

향력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콘텐츠와 단말 분야이다. 예로

2009년경부터 집중 추진한 3DTV의 경우 콘텐츠와

단말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

고 있는데, 이는 콘텐츠가 단말 발전 속도에 맞추지

못한 탓이다. 물론 국내에서 방송서비스용 콘텐츠

1) Rifkin, J. (2012).『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 안진환 역. 민음사.

2013년 4월   73

브로드밴드 기반 차세대방송과 멀티미디어 기술

□ 서흥수 / KBS

미디어환경 변화와 차세대방송 UHDTV

특집



생산이 지상파방송사외 일부 PP로 한정된 탓이기

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콘텐츠 수급 시장형태

는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숙련된 인력과 대규모 제작시설을 갖추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단말 발전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CES2)

2013에서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전시

회는 가전 전시회가 아니라 TV전시회라고 할 만큼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 중 하나가 UHDTV

용 디스플레이가 다수 소개된 점이다. CES에서 미

국 CEA3)는 가전/IT분야의 4대 트렌드4)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첫 번째는 2007년 애플의

iPhone 출시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빠르

게 확산됨에 따라 이들 단말이 다른 하드웨어의 허

브로 발전하는 시대인 ‘Post-Smart Phone 시대’

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바일 단말, 센

서, 서비스가 결합되어 일상생활의 디지털화가 이

뤄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통합되고 활용되는

‘Data is new Currency’이다. 세 번째는 커넥티드

(connected)의 발전된 형태로 기존 접속 환경에 ‘지

능’이 덧입혀지는 추세를 의미하는 ‘맥락적 접속

(Contextual Connectivity)’이다. 그리고 ‘2nd

Screen의 역할 확대’이다. 다양한 단말을 옮겨가며

사용하는 디지털 잡식(digital omnivores) 성향의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세컨드 스크린의 역할과 비

중도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마지막으로 설명된 ‘세컨드

스크린의 역할 확대’이다. Smart TV와 비교해 보

면, 이는 서비스 형태가 인터넷을 연결하여 태블릿

이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애플

리케이션을 추가한 TV 단말 형태로 볼 수 있다. 지

난 몇 년 간 미디어 논의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시장에서 호응도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이것의 이유 중 하나로 TV가 갖는 수동적 서비스

특성5)을 들 수 있다. 즉, TV 이용 시 TV 프로그램

시청에 대하여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ComScore와 CIMM의 2012년 조사 결과6)

를 보면, TV 시청자의 61%가 TV를 시청하면서 인

터넷을 이용하고, 29%가 페이스북을 이용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TV만 이용하는

2) The Consumer Electric Show,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3)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전미가전협회

4) Duravac, S. (2013). State of the Consumer Tech Industry and 2013 CES Trends to Watch. CEA.

5) 일반적으로 TV는 일을 끝내고, 집에서 편하게 소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6) ComScore & CIMM (2012). “How Multi-Screen Consumers Are Changing Media Dynamics”(June 11, 2012). www.comscore.com/comScoreCIMM.

<그림 1> KBS 미디어 서비스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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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72%, TV와 멀티스크린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17%, 웹과 모바일 기기만 이용하는 경우가

11%였다. 이는 TV시청 중 TV를 통해서 다양한 정

보를 얻기 보다는 보편화된 테블릿 PC나 스마트 폰

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용행태를 보

면, 1st Screen과 2nd Screen의 미디어 단말 결합

형 서비스가 미디어 이용 패턴에 대한 실증적 형태

로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덧붙여 소셜TV 서비스

등 TV 시청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업자가

양자 간의 결합 서비스 실시도 의미 있어 보인다.

결합 서비스 형태에서도 중요한 것은 1st Screen은

독립적인 발전 경로를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디스플

레이의 대형화 추세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에도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일반적으

로는 실감형 서비스)와 경쟁력(콘텐츠 시청율 등)을 높

이는 방향으로 관련 분야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영방송 KBS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디지

털 전환이 완료된 이후 Post-DTV에 대한 기반 기

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방송서비스 다양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공적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종래

의 공영방송(Public Broadcaster)에서 발전된 형태

의 공적 서비스 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로의

발전적 진화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TV 콘텐츠의 발전적 형태를 모색하는 차원이다.

실감형 차세대방송 차원에서 추진한 3DTV는 콘

텐츠 생성이 용이하지 않고, 안경을 이용한 시청환

경과 사람마다 휴먼 팩터(Human Factor)가 다른

점 등의 한계로 인하여, 관련 분야의 중요한 환경변

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예

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차세대방송으로 UHDTV7)를

중심으로 기반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8). 아날로그

방송시대 이후, 영국의 디지털방송 발전 경로를 분

석하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간 SDTV가 주

를 이루었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을

HDTV 전환 기간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논리로

2015년부터 2025년 10년을 4K UHD 시대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전의 경우처럼 중심 흐름의 변화로 일

어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9). 그러나 3DTV와 달

7) 70mm 영화보다 뛰어난 화질(최대 8K, 7680x4320)과 다채널(22.2 채널) 고품질 음질을 시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방송 서비스 품질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차세대 방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

8) 콘텐츠 생성 측면에서도 UHDTV는 과거 아날로그에서 SDTV로, SDTV에서 HDTV로 발전된 것처럼 관련 장비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 McCann, K. (2009). Beyond HDTV: Implications for Digital Delivery. An Independent Report by ZetaCast Ltd Commissioned by Ofcom.
10) 출처 : http://www.vizrt.com/news/newsgrid/article18941.ece

<그림 2> TV포맷별 화면크기 비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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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UHDTV는 기존 HD와 거의 같은 콘텐츠 제작-

분배-전송 워크플로우를 갖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

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IBC 2012에서 UHDTV를 가전

과 방송분야에서 “The Next Big Thing”이 될 것이

라고 표현되었다. 

II. 차세대방송 UHDTV11) 이해

1. 개요

EBU는 차세대방송을 위하여 고려될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2). 이용경험과 관련된 고려

요소는 정적 해상도와 샤프니스, 동적 해상도, 플

리커, 컬러 충실도, 다이나믹 레인지(bit/sample),

인지 정도, 오디오 해상도와 위치 등이다. 시스템

효율성을 위한 고려요소는 비디오 압축, 오디오

압축, 전송 레이어, 변조 시스템, 후방 호환성 등

이다. 이와 관련된 표준화 작업은 ITU-R에서 파

라미터 값들에 대한 프레임워크 작업을, 변조와

관련된 것은 DVB, ETSI, ATSC, ARIB, ETRI에

서 수행되고 있고, 압축과 전송은 MPEG, ITU-T

에서, 콘텐츠 생태계는 SMPTE, 분배 생태계와 관

련된 사항은 IEEE/BTS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UHDTV관련 표준화 추진현황에서, ITU는 일

본 NHK가 제안한 Super Hi-Vision UHD 4K와

8K 영상포맷을 방송 표준으로 승인(2012. 8. 28)

하였는데, 이는 HD(1,920×1,080) 이상의 최초이

11) Ultra-High Definition Television(초고화질TV)의 약어이며, 일부에서는 UDTV라고 표기한다. 일본에서는 SHV(Super Hi-Vision)라고 부른다.

12) WOOD, D. (2013). Deciding Tomorrow's Television Parameters: THE GOOD, THE BAD, AND THE EYESTRAIN. EBU TECHNOLOGY AND

DEVELOPMENT.

13) WOOD, D. (2013). Deciding Tomorrow's Television Parameters: THE GOOD, THE BAD, AND THE EYESTRAIN. EBU TECHNOLOGY AND

DEVELOPMENT.

<그림 3> UHDTV관련 표준화 단체별 추진 현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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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일한 방송 표준이 된 것이다14). 새로운 표준

은 ITU-R BT.2020로 명명되었고, 4K(3,840×

2,160), 8K(7,690×4,320), 화면비율은 16:9이

고, 프레임 속도는 120p, 60p, 59.94p, 50p,

30p, 29.97p, 25p, 24p, 23.976p를 지원한다. 그

리고 ITU는 4K를 ‘LEVEL1’, 8K를 ‘LEVEL2’로

구분 정의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표준을 장비제

조업체들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이 따르냐는

것이다15).

한편, UHDTV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전송하기 위한 코덱이 필수적인데, ITU

와 MPEG의 조인트 그룹은 H.265(HEVC16)) 포맷

을 2013년 1월 차세대 최종 표준으로 승인하였다.

H.265는 UHD 동영상을 화질 손실 및 트래픽 부

하 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동영상 압축 기술

로, HEVC라고도 불린다. H.265는 기존 표준인

H.264과 비교해 동영상 용량을 약 40~50% 수준

으로 압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지상파 UHDTV는 고화질, 고음질을 추구

하는 차세대 방송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

히, 1월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3의

핵심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 많은 방송업계

가 본격적인 UHDTV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위

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CES 2013에서 다수

의 TV 제작사들이 신규 UHD TV 제품을 공개하는

등 TV 제조 업계에서는 이미 UHD TV를 차세대 주

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 주요 TV제작사인 Sony의

경우 최근 자사 신규 콘솔 게임기 Playstation 4를

통해 UHDTV 동영상 콘텐츠를 지원하는 한편, 자

사 제작 영화를 UHD 포맷으로 변환할 계획을 발표

하였다. 중국 업체들은 110인치 이상의 TV도 선보

였다. 

UHDTV가 차세대 방송 시장의 주요 화두로 등장

하면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관련 산업 활성화 정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계획을 2

년 앞당겨17) 2014년 7월 경 세계 최초로 4K 화질의

구분
UHDTV

HDTV 비고 관련표준
4K 8K 

화소수 3,840 × 2,160 7,680 × 4,320 1,920 × 1,080 4K 4배, 8K 16배

주사율 60 Hz(60 progressive) 30Hz 2배 ITU-R

화소당 비트수 10, 12bits 8 bits 1-1.5배 BT.1769, 

샘플링 형식 4:4:4, 4:2:2, 4:2:0 4:2:0 1∼2배 BT.1361(colorimetry)

가로세로비 16:9 16:9 동일

오디오 채널수 10.1 ∼ 22.2 5.1 2∼4.4배 SMPTE2036-2

수평시야각 55° 100° 30° 3.3배

시청거리 1.5H 0.75H 3H H:화면높이

<표 1> UHDTV 기술규격 및 비교

14) 출처 : HEXUS 홈페이지, http://hexus.net/ce/news/audio-visual/44241-itu-approvesnhks-uhd-tv-standard-4k-television-coming/

15) 출처 : http://www.itu.int/dms_pubrec/itu-r/rec/bt/R-REC-BT.2020-0-201208-I!!PDF-E.pdf

16)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264/AVC 이후 차세대 동영상 부호화 압축 기술이다.

17) 나중에 설명되지만, KBS를 중심으로 한 2012년 지상파 실험방송 성공이 일본의 로드맵을 앞당기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NHK 및 WOW TV

관련자에게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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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TV 방송을 개시하고, 2016년에는 8K

UHDTV 방송도 시도할 계획이다18). 시장조사업체

NSR(Northern Sky Research)은 가용 소득 수준

및 유료 TV방송 가입 가구 수 등을 근거로  북미,

서유럽, 동아시아 지역이 UHDTV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일본은 소비 가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HD방송에서 국내 가전

업체에 내준 자리를 차세대방송 시장에서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풀이된다.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

해 소비자 가전 시장이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차세

대방송으로 UHDTV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

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용자

(시청자) 요구 증가’이다. TV가 HD수준으로 발

전하고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상도 증가에 따른

사실감과 시야 확대에 따른 현장감을 제공하는 실

감형 방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9). 실제

로 TV 교체주기를 약 10년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서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2016년부터

차세대TV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및 방송장비 시장의 진

화’이다. 미국에서 최근 5년 사이 50인치 이상 TV

의 판매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도 2012

년 판매 현황을 보면, 40인치급 TV가 30%, 50인

치급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 측면에서, LCD·PDP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UHDTV 개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

스플레이 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

면크기가 커지면서 기존 HD급(2K) 해상도로는 화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방송장비 시장에

서도 대부분 HD급 장비가 일반화되었으며, 카메

라, 비선형편집기부터 4K급이 양산에 들어가고

있다. 

세 번째는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선점 노력’이다.

일본,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차세대방송 시장을 선

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였다. 이 중 가

장 앞선 국가가 일본이다. 차세대방송인 UHDTV에

대한 개념도 NHK에서 SHV(Super Hi-Vision)으

로 최초로 제시되었다. 1995년부터 UHDTV 전 분

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DTV시장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제 표준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국제 전시

회(NAB20), IBC 등)에 UHDTV 관련 장비 및 서비스

를 시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NHK

주도로 개발된 영상포맷이 ITU-R BT.2020으로

승인 받은 것이고, 2012년에는 BBC와 공동으로 올

림픽 게임을 전송 및 시연하였다. 

2. 기술규격의 이해

UHDTV 기술규격에서 첫 번째는 전송 데이터양

이다. 4K UHD의 경우 화소수는 HD의 네 배로 전

송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데이터

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2>는 2012년 실험방

송에서 산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화소수 4K, 주

사율 60p, 화소당 10bits로 고정하는 경우 전송을

18) 출처 : http://www.pronews.jp/news/1301291900.html

19) NHK(2012). UHDTV Roadmap. KOBA 2012 Presentation.

20)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관련 전시회이다.

202 특집 : 브로드밴드 기반 차세대방송과 멀티미디어 기술

78 방송공학회지 18권 2호



위한 소요 데이터량은 코딩방식별로 <표 2>와 같

다. 현재 압축 기술로 MPEG-2 HD를 13Mbps 전

송 비트율로 가정하였고, 상대적 압축효율은

HEVC가 H.264의 약 60%,  MPEG-2의 약 30%로

가정하였다. 현재 6MHz 대역에서 가장 전송효율이

좋은 방식은 DVB-T222)로 상한(CNR=22dB) 조건

에서 41Mbps 전송이 가능하다. 물론 주사율을 50p

나 48p로 조정하면 4:2:2 및 4:4:4도 가능하다.

한편, UHDTV 규격 논의에서 프레임 속도

(frame rate)에 대한 세 가지 논의가 있다. 첫 번째

는 현재 디지털 영화 콘텐츠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다. 이는 ITU에서 표준화된 Level-1(4K)와 유사한

해상도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콘텐츠들은 4K

UHDTV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화

플레임 속도는 낮아서 스포츠 이벤트에는 맞지 않

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려하는 것이 60Hz

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장비들은 이 수준을 맞추

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120Hz나 100Hz같은 높

은 프레임 속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플레임 속도

를 높이면 사실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 속도는 전송용량과 관계되므로 방송

체계 설계와 함께 적절한 것으로 선택되어 사용될

것이다. 

UHDTV 논의에서 중요한 것이 2K기준의 HD와

압축방식 4:4:4 4:2:2 4:2:0

MPEG-2(현재) 20HD(260Mbps) 15HD(195Mbps) 10HD(130Mbps)

H.264(MP4 AVC) 10HD(130Mbps) 7.5HD(98Mbps) 5HD(65Mbps)

HEVC 6HD(78Mbps) 4.5HD(59Mbps) 3HD(39Mbps)

<표 2> 4K UHDTV 전송을 위한 소요 데이터량(4K, 주사율 60p, 화소당 10bit)

<그림 4> 시청거리 및 시야각 비교21)

21) Eutelsat (2013).ULTRA HIGH DEFINITION THE NEXT REVOLUTION IN THE TV WORLD. Eutelsat Spotlight.

22) Digital Video Broadcasting Second Generation Terrestrial, DVB에서 제정한 디지털방송 전송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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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을 갖는 화면 크기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 가

장 많이 된 일본은 초고화질을 즐기기 위한 최소사

이즈를 50인치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 국내

실험방송에서 비디오 전문가들의 의견은 50인치 이

상 60인치 이하 정도로 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

하여, 시각으로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근거로 한 분석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수

치화하기 위해 각 해상도(angle resolution) 개념을

이용하는데, 1도 범위 안에 구분할 수 있는 검정 선

과 하얀 선 한 쌍을 1 사이클이라 하고, 이를 Cycle

Per Degree(CPD)로 표현한다.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상 시력을 기준으로 CPD를 60 정도23)인

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63인치가 HD와 4K

UHD의 경계가 된다. 참고로 1도당 60 CPD, 시청

각을 30도로 가정하는 경우 가로 길이는 60×30은

약 1800픽셀이 된다. 16:9 기준으로 보면, HD와 유

사한 1800:1013 정도이다. 

지상파방송은 UHDTV 전송 시 기존 DTV 전송

방식으로는 전송 데이터양의 한계로 적용이 어렵

다. 2012년 실험방송에서는 가장 전송 효율이 높은

DVB-T2를 이용하였다. 이는 유럽 DTV방식인

DVB-T의 성능을 개선시킨 2세대 유럽 지상파 디

지털방송 표준으로, LDPC 부호화 기법과 256

QAM 변조를 채용하여 전송 용량과 전송 효율을

높였다. 그러나 DVB-T2가 4K 또는 8K의

UHDTV 전송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부호

화율, 변조방식, 보호구간, FET 설정에 따라서 전

송 데이터양이 변하는데, 6MHz 주파수 대역에서

CNR이 20dB인 경우 최대 35Mbps, CNR이 22dB

인 경우 최대 41Mbps 전송이 가능하다. 이는

ATSC의 19.39Mbps나 DVB-T의 최대 23Mbps보

다도 큰 것이다. 

III. 일본 추진현황

1. 개요

현재 차세대방송 UHDTV 추진을 위해 총무성은

로드맵을, 가전업체는 디스플레이를, 방송사업자들

은 실험방송을 서두르고 있다. HD(일본에서는 Hi-

Vision)보다 해상도가 16배나 높은 슈퍼하이비전

(SHV, 8K UHDTV)을 개발해 온 NHK는 2020년

실험방송을 4년 앞당겨 2016년에 시작하기로 했고,

23) 일부에서는 망막의 한계를 50 CPD로 주장하기도 한다.

구분 DVB-T DVB-T2

오류정정부호 Convolutional Coding & Reed Solomon Code LDPC & BCH

부호화율 1/2, 2/3, 3/4, 5/6, 7/8 1/2, 3/5, 2/3, 3/4, 4/5, 5/6

인터리빙 비트/주파수 비트/셀/시간/주파수

변조방식 QPSK, 16QAM, 64QAM QPSK, 16QAM, 64QAM, 256QAM

보호구간 1/32, 1/16, 1/8, 1/4 1/128, 1/32, 1/16, 19/256,

1/8, 19/12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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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DVB-T2 전송규격 (DVB-T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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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정했던 4K 실험방송은 2014년으로 2년

앞당긴다고 발표하였다24). 총무성에서 UHDTV 실

험방송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국제적인 경쟁 우위

를 점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한국의 방송사업자나

가전업체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고 있다25). 특히 한

국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4K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이보다 앞서 4K는 본방송을,

8K는 실험방송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대용량 전

송이 가능한 CS위성방송에서 시작한 뒤, BS위성방

송, 지상파방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

해 총무성은 고화질을 이용한 방송 콘텐츠를 먼저

보급하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얼어붙은

TV수신기 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

는 복안이다. 참고로 <그림 5>의 총무성 ‘수퍼 하이

비전 기술 동향 보고서’에는 2012년 KBS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4K UHDTV 실험방송 일정을 주요내용

으로 자세히 언급하였다. 일본 산케이비즈(2012.

11. 12)는 “총무성은 11월 12일, 고화질 다기능의 차

세대 TV 실용화를 논의하는 검토위원회를 만들었

다”는 기사 내용과 함께, “한국에서는 4K 지상파 실

험방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회의에서

“외국에서는 4K의 움직임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일본에서도 연구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기사화했다26).

일본 방송사업자들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유료 CS위성방송인 스카파JAST

는 차별화를 위해 2014년 월드컵 브라질대회에 맞

춰 4K방송을 시작하기로 했고, 일본 최대의 MSO

24) 출처 : http://www.pronews.jp/news/1301291900.html

25)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WOW TV는 KBS에 UHDTV관련 협력회의를 요청하였고, 미팅은 3월 19일에 이루어졌다.

26) 기사 제목은 ４ＫテレビにスーパーＨＶ…総務省が次世代テレビ開発で旗振り(2012. 11. 12). 자료출처 : http://www.sankeibiz.jp/macro/

news/121112/mca1211121831011-n1.htm

<그림 5> 일본 총무성 수퍼 하이비전 기술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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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J:COM도 통신사업자 KDDI와 공동으로 케이

블망을 통한 전송실험(2012. 2. 6)을 실시했다. 한

편, NHK는 2016년 리오올림픽에 맞춰 실험방송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로드맵에서는

2020년에 BS위성방송을 통한 실험방송을 계획했

으나 이를 지난해에 2018년으로 앞당겼고 올해 들

어서는 2016년으로 끌어올렸다. 세계 최초 8K 드

라마인 <미녀가 많은 레스토랑 Beauties A La

Carte>를 제작하였다. 이 드라마는 오는 5월 열리

는 칸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3월 27일

종합TV에 <여기까지 왔다! 차세대TV 슈퍼하이비

전>(ここまで来た！次世代テレビ スーパーハイ

ビジョン)을 편성해 UHDTV 개발동향과 우수성

을 소개했다. NHK는 고화질에서는 일본이 앞섰

으며, 특히 슈퍼하이비전에서는 한국에 없는 기술

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

내고 있다.

일본에서 방송과 관련된 기초연구개발을 담당하

는 NHK에서는 차세대방송을 준비하며,  8K 슈퍼

하이비전은 당초 2020년 위성방송 본방송 송출을

목표로 촬상부터 스튜디오와  영상서버 사이의 전

송 및 부호화, 송출영상의 지상파, 위성, 케이블을

통한 방송과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표시 등의 광

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145

인치 대화면 패널에 의한 풀해상도의 영상표시를

실현하여 미래 가정환경에서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수요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수퍼 하이비전 프로

그램에 대응하는 고품질 22.2 멀티채널 음향 구현

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연도별로

NHK의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995년 차세대 HDTV 연구시작

•2000년 SHV 개발 프로젝트 착수

•2002년 NHK 기술연구소 공개대회에서 SHV

처음 공개(2.5” 4CCD 카메라)

•2004년 Dual-G 1.25”  4CMOS 카메라 

•2008년 8K-UHDTV IP &위성송수신 실험 &

H.264 코덱

•2009년 Full resolution 프로젝터

•2010년 Full resolution 2.5” 3CMOS 카메라

/고효율 H.264 코덱

•2011년 Full resolution 85” LCD

•2012년 Full resolution 150” PDP

•2012년 런던올림픽 공공 시연 (BBC 공동 추진)

•2012년 22.2채널 음향 채집 시스템

한편, NHK는 지상파방송을 통한 8K 전송기술

확보를 위해 2012년 5월 15일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송기술을 적용한 8K 지상파 전송실험을 실시하

였다. 2개의 6MHz TV 주파수 대역을 엮는 DUAL

Polarized MIMO기술과 4,096QAM 코딩을 이용하

였다.

2. 런던 올림픽 시연 세부사항

런던 올림픽에서 이루어진 촬영/편집/전송 결과

구분 내용

출력 1.0W(수평편파) / 1.0W(수직편파)

주파수 UHF Ch 31 and Ch 34

전송거리 4.2km(도시)

변조 4096 QAM

오류정정부호 LDPC-3/4 + BCH (Low Density Parity Check)

FFT 샘플링 클럭 8.126,984,1MHz (ISDB-T format)

전송량 183.6Mbps (2 Channel)

전송프로그램 One SHV Program

Video encoder Mpeg-5 AVC / H.264

<표 4> NHK 지상파 전송실험 세부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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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후 UHDTV 추진에 이정표가 될 만큼 의미가

있다. 개막식은 3대의 8K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

되었으며, 카메라 Panning과 Zoom In, Out은 최

대한 배제하고 UHDTV의 화면의 장점을 살리는 워

크플로우로 제작되었다. 이는 카메라를 빠르게 움

직일 경우 UHDTV의 영상의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선명한 UHDTV의 영상 획득이 어렵고, 압축/비압

축 연산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 시간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런던 올림픽 8K 시험방송 촬영에 사용된

8K 카메라는 NHK 연구소가 개발한 연구용 장비로

아직 시장에서는 초기 4K급 카메라와 편집장비가

출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아직 무

리가 있어 보인다. 

주경기장(Venue)에서는 8K 카메라 3대를 설치

(개막식 3대, 기타경기 2대)하여 고정 촬영하였다.

중계차(OB Van) 2대(영상/음향 담당 각 1대)에서

촬영 후 BBC Television Centre의 Production

Centre에 비압축 전송(24GBps)하였다. BBC

Television Centre 5층 실험 스튜디오의 제작센터

(Production Centre)에서는 주경기장 중계차로부

터 받은 신호를 편집/저장/모니터하고 공개시연 장

소에 신호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경기장에서 전송 받은 화면을 HD Proxy 다운

컨버팅 한 후 생성된 EDL27)을 활용하여 서버(Dell

T7500)으로 편집하였다. 자막과 타이틀 제작은

NHK에서 자체 개발한 UDHTV 그래픽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편집코덱은 파나소닉에서 개

발한 비디오 코덱으로 H.264/MPEG4 AVC 표준과

호환되는 AVC-Intra 100을 사용하였다. 편집된

소재는 16개의 P2 Recorder를 활용하여 공개시연

장소에 전송하기 위해 주/예비 저장매체에 저장되

었다. 런던 올림픽 8K 시험방송은 광통신을 활용한

IP를 통해 신호를 전송하였다. DWDM28) 방식을 이

용하였고, BBC TV Centre ↔ 영국 내 극장

<Janet(Joint Academic Network_BT)>, 영국 ↔

미국, 일본<Geant2, Internet2, Sinet4, GEMnet2

내용 규격 비고

Resolution 7680 X 4320 (8K)

Frame Rate 120

Bit Depth 12Bit 

8K Camera 4CMOS Sensor 33M@120Hz R, G1,G2, B

Multi Channel Audio 22.2 Ch 

편집코덱 (HD Proxy) AVC-Intra 100 Workstation 편집기 활용

V-Encoding 280MBps / H.264 Encoder 8대 병렬 운영

A-Encoding 384KBps / AAC Decoder 8대 병렬 운영

Recording P2(64GB), 16 Channel

전송 (Venue↔BBC TV Centre) 24GBps Optical Fiber (8파장) 무압축

전송 (BBC TV Center↔PV) 350MBps Transport Stream/IP 압축 (Academic Network)

전송 (영국↔일본, 미국) 280Mbps Transport Stream/IP 압축 (Research Network)

Error Correction Code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영국 ↔ 일본 Delay : 10초

<표 5> 런던올림픽 UHDTV 시연관련 기술규격

27) Editing Decision Line

28)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파장 분할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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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망–NTT)>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송망

세부내역은 기밀사항으로 외부 유출하지 않았다. 

NHK와 BBC 사이의 프로그램 전송은 매일 오전

11시55분부터 1시간 동안 화상연결을 통해 프로그

램을 전송하였고, 생방송 시 영국과 일본의 시간 지

연은 10초 정도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FEC 에러

정정코드에서 발생하였다. 런던올림픽 8K 시범방

송에 사용된 카메라 등 방송장비는 NHK 연구소와

관련 업체에서 연구 중인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아

직 상용화되지 않은 장비였기 때문이다. 

공개시연(Public Viewing)은 Decoder를 8대 병

렬로 하여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BBC Television

Centre에서 PDP(샤프 85인치), BBC Broadcasting

House(프로젝터, JVC 300인치), IBC(PDP, 샤

프 145인치)에서 이루어졌고, 일본에서는 NHK

Shibuya(프로젝터, JVC 520인치)에서 이루어

졌다.

IV. 2012년 실험방송

1. 개요

2012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이루어진 실험방송은

차세대 지상파 방송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기반기

술 확보, 지상파를 이용한 UH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제작, CODEC(부호화), 전송(송신) 분

야별 국제 표준화 선도를 바탕으로 차세대 방송시

<그림 6> 런던올림픽 UHDTV시연 관련 사진

BBC Television Centre

BBC Broadcasting House Projector IBC 內 상영관 (3D+UHDTV)

BBC Broadcast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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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선점에 따른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를 목적으

로 하였다. 특히, 세계 표준화된 최초 지상파 4K

UHDTV의 성공적 실험방송 수행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역할 수행 차원이었

다. 

KBS는 2010년부터 3DTV와 UHDTV와 같은 실

감방송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2년 초 3DTV 고화질방식 전송시험을 마쳤다.

이후 UHDTV에 대한 실험방송 실시를 계획하고 나

서, 2012년 4월 3일 지상파 4사 기술본부장

UHDTV 공동추진 협약을 통해 실험방송을 지상파

방송 4사 합동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지상파 4K UHDTV 실험방송 허가(기간 :

2012.10.09.∼2012.12.31)를 10월 8일 허가 받았고,

전송방식은 DVB-T2(CH66)로 독일 로데슈바르즈

사(SCV-8201) 송신기를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공

중선 출력은 100W, 주파수대역폭은 6MHz, 주파수

편차는 13.0Hz(기준 785Hz이하로 기준치 이내),

스퓨리어스 발사강도는 -67dB(기준치 12mW이하

로 기준이 이내), 안테나는 4-Dipole 형식 1단 3면

으로 구성하였다. 실험방송용 4K 콘텐츠는 KBS를

비롯한 방송4사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존

제작한 콘텐츠와 함께, 신규로 제작한 콘텐츠를 사

용하였다.

2. 주요결과 

새로운 전송기술(DVB-T2), Codec기술(HEVC)

등 관련 기술들을 조합·적용하여, 지상파망을 이

용한 4K UHDTV 방송을 세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낮은 송신출력(100W)으로 인

한 충분한 필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허

가기간이 짧아 다양한 파라미터 조합에 대한 실험

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

<그림 7> 2012년 실험방송 구성도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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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이 필요하다.

실험방송용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2K 콘텐츠와 다른 특성을 갖는 4K 콘텐츠 워

크플로우(‘촬영/편집/색보정/후처리’)에 대한 새로

운 실험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상파 방송사의 제

작 인프라와 제작 노하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차세대방송 필수 성공요소인 초고화질 실감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류 콘

텐츠의 고화질/실감화를 통한 비교 우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도 되었다. 참고로 KBS는 전체를

4K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4K 카

메라 및 편집기 등 제작에 필요한 인프라를 점진적

으로 구축하고 있다. 다만, 아직 HD에 비해 비용이

높아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UHDTV 기술의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UHDTV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와 국내 방송산업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

다. 그러나 이번 실험방송이 지상파방송사 중심으

로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

모색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13년 실험방송

연장을 통해 정부/산업계/방송계/학계 등 관련 전

문가들로 구성된 실험방송 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진일보된 기술 확보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음은 2012년 실험방송을 통하여 확보된 주요 신기

술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4K 및 8K UHDTV 전송시스템 설계 기술 확보

(최소 수신전계 레벨, TOV29)) 산출, 출력당 방송 커

버리지 데이터, OFDM 기반 광대역시스템의 방송

망 구축 기술, 수신기술)와 UHDTV 콘텐츠 제작 및

인코딩 기술 확보(4K 콘텐츠 촬영/편집/후처리 CG

기술, 4K 콘텐츠 제작 워크플로우)와 함께, 4K

HEVC 실시간 Codec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특

히, 콘텐츠 제작부터 전송까지 방송의 전 과정에 대

한 성공적인 2012년 실험방송 결과를 통하여, 전 세

계적인 차세대 모니터(4K/8K 등 고해상도 모니터)

시장개척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국가적인 기술개발 및 서

비스분야 지원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

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상파 전송측면에서, 지상파 상용화 망을 이용

한 UHDTV 방송 전송은 UHF 6MHz 대역폭으로

최대 36.5Mbps 전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관악산

송신소와 KBS 연구동 수신점 (거리 10.59km)에서

수신채널 임펄스 응답 측성 측정결과 수신 채널 임

29) Threshold of Visibility

Guard Interval FFT Size Symbol Mapping Code Rate 비고

1/128 32k 256QAM 5/6 2012년 실험방송

1/32 16k 64QAM 4/5

1/16 8k 16QAM ¾

19/256 4k - 2/3
2013년 이후

1/8 2k - 3/5
실험방송 파라미터 조합

19/128 1k - ½

1/4 - - -

<표 6> DVB-T2 전송 파라미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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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응답은 -17dB, 1μs Delay를 가졌다.

기존 UHF 안테나 수신실험에서는 수신 전계 레

벨이 미약하고, TOV MER 마진이 1dB로 정상적인

수신 실험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수신점 확보가 필

수적이었다. 수신점 신설을 위한 공사 시행 후, 수

신이 가능하였다. 이를 위해 KBS 기술연구소 옥상

에 별도의 수신점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서 FEC

를 5/6(최대)로 확장하여 36.5Mbps 전송률 확보가

가능하였다. 콘텐츠는 4K 30P를 HEVC로 부호화

하여 MPEG-2 TS로 Encapsulation 후 DVB-T2

로 안정적으로 송수신 하였다.

2012년 4K UHDTV 실험방송 결과에 대한 국제

기구 및 국내외 학회 및 전시회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CES 2013에 4K 60P 포맷으로

On-Air 전시를 실시하였다. 참관객들은 KBS의

4K UHD 콘텐츠 화질과 세계 최초로 지상파로 실

험방송을 하였다는 점에 놀라움과 관심을 표명하였

다. 해외 방송사 및 Codec 관련 주요 업체에서 연구

<그림 8> 4K UHDTV On-Air 수신 결과 : RF 특성

구 분 주요내용

• 4K 간이 실험방송 추진 (2012~ ) : 분위기 확산 및 정부정책 수립 유도

1단계(준비단계) • 서비스 기반 마련 : 전송표준, 서비스표준 / 주파수 확보

: 2011 ~ 2014 • 기반기술연구 : 전송, 제작, 부호화 

• 시험방송(2014 ~ ) : 인천 아시안게임

2단계(진입단계)
• KBS 서비스 도입 계획 수립 (2015)

: 2015 ~ 2018
• 4K 지상파 시험방송 실시 

• 기반기술연구 : 전송, 제작, 부호화 

3단계(도입단계) • 4K 본방송(2018 ~ ) : 평창 동계 올림픽, 8K 시험방송 추진

: 2018 ~ • 기반기술연구 : 전송, 제작, 부호화 

4단계(완성단계)
• 기술추세 감안, 8K 적용

: 2025 ~ 

<표 7> KBS UHDTV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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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제의받았다. 이외에도 ITU-R, DVB 표준

문서 및 IEEE Transaction Broadcast Technology

에 기고 또는 예정이다. 이외에도 NAB, IBC, IEEE,

BMSB 등 국외 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기술기반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

대하기 위하여, 2013년 지상파 4K UHDTV 실험방

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 추가로 연구 개발할

주요사항은 4K UHDTV 전파전파 특성 분석(4K

30P 및 4K 60P/6MHz대역), 관악산송신소를 중심

으로 4방향/8방향에 대한 전계레벨 조사,

100W/400W 공중선전력에 대한 가시청 범위조사

(10km 간격), 4K 60P에 대한 최소 수신전계 레벨

(TOV) 조사, 제작/송출 /송신 시스템 간 정합시험,

4K 60p 10bits, 35Mbps CBR 지원 HEVC IS버전

부호화/복호화 적용, 4K 60p 지원하는 카메라를

활용하여 지상파 4K UHDTV 콘텐츠 제작, 4K

60p 콘텐츠 편집/색보정/후처리 워크플로우 개발

및 최적화 등이다. 

3. 주요 동향

미국 싱클레어 방송 그룹(Sinclair Broadcast

Group)30)의 요청에 따라 FCC는 볼티모어 지역 방송사

인 WNUV(TV)에서 6개월 동안 4K UHDTV 실험방송

할 수 있는 허가(채널 40, DVB-T2)를 주었다31). 실험

방송의 여러 가지 목적 중 ‘다양한 TV 수신단말들에

대한 유연한 서비스 가능성’과 ‘할당된 6MHz 대역을

이용하여 OFDM(DVB-T2)를 이용한 UHDTV 서비스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 방송 표준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측면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이외, 지상파방송과 관련하여 프랑스 방송위원회

(CSA)와 이탈리아의 RAI방송사는 DVB-T2/HEVC방

식의 4K 방송 서비스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스페인의

RTVE는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유럽의 디지털방송 표준화단체인 DVB도

UHDTV에 대한 사업적 필요요소와 이에 따른 기술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UHDTV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되고, ITU에서 표

준화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측면도 크다. 현

재의 HDTV는 42인치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되었고,

70인치 이상으로 커진다면 4K UHDTV가 필요하

고, 100인치 이상에서는 8K UHDTV가 필요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32). 유럽 방송사 중 위성방송사

인 SES는 위성을 이용한 4K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위성방송 Eutelsat은 2013년 1월 8일, 위성을

이용한 4K UHDTV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Eutelsat Communications는 3,840 x

2,160(4K) 해상도에 프레임 속도 50 frames, 코딩

방식 MPEG-4, 전송 데이터양 40Mbps으로 서비

스를 개시하였다33).

독일 위성방송 Sky Deutschland는 2012년 12월

독일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촬영하였는

데, 주된 이유는 시청자들이 UHDTV 스포츠 프로

그램에 대한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준

30) 싱클레어 방송 그룹은 1999년 미국에서의 디지털 방식 선정의 재고와 복수의 지상파 전송방식 허용을 FCC에 청원하여, 이를 계기로 미

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각 방식의 장단점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ATSC와는 독자적으로 MSTV와 NAB가 각 방식간의

비교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고, 2001년 1월 FCC는 미국 방송방식으로 8-VSB 방식의 선정을 재확인하였다.

31) FCC (2013). WNUV Experimental License Grant(2013. 2. 15).

32) Wood, D. (2013). Forward Looking Where is the big picture for DVB?. DVB SCENE, 41.

33) 출처: http://www.engadget.com/2013/01/14/first-ultra-hd-channel-goes-live-in-europe 34) Eutelsat (2013).ULTRA HIGH DEFINITION

THE NEXT REVOLUTION IN THE TV WORLD. Eutelsat 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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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바탕으로 2013년 실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

다. HEVC 코덱 채용에 따라 기존 셋탑박스 변경해

야 하지만, 기존 방송 채널들도 HEVC로 코딩하면,

전체적인 데이터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2년 내 4K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 2015년 경 영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OTT 등의 영향으로 이탈률이 높은 유료방송

서비스들이 먼저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

고, 이후 2016년 리오 올림픽(Eutelsat은 “UHD

for everyone”전략)을 계기로 스포츠 콘텐츠 채널

들을 더해서 상업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34). 이후 새로운 방송장비들로 전환을 시작

하여, 2020년 쯤 상용화된 콘텐츠 생산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국내 방송사들도 비슷한 경로

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V. 결론

차세대방송 분야에서 2012년을 계기로 UHDTV

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수준에서는 제작/

송출/수신 프로세스 상에서 3DTV에 비해 어려운 상

황이나, 콘텐츠 제작 용이성과 전송기술, 코딩기술

의 발전으로 인해 보급(전개) 속도는 빠를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상용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콘텐츠와 단

말의 동반 상승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치킨 게임

처럼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콘텐츠시장과 단말

시장이 동시에 형성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먼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많

이 있다. 4K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제작 구성원들의

노하우가 쌓여야 한다. 미세한 질감의 차이도 인지

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원활한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생산자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생산

할 수 있는 관련 시장이 성장해야 한다. 물론 초기에

는 HD급을 업 컨버팅(또는 업 스케일링)해서 사용

할 수 있지만, 전용 콘텐츠의 비율도 어느 정도 구성

되어야 한다. 콘텐츠 부족 문제는 과거 HDTV의 사

례처럼 스포츠와 자연 다큐멘터리 등의 콘텐츠 분야

에서부터 UHDTV 콘텐츠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자

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격 문제이다. 2013년 본격

상용화 국면이지만 아직도 가격이 높다. 일본의 경

우 현재 시판중인 디지털 수신기가 1인치에 1,000엔

까지 가격이 떨어졌지만 4K수신기는 아직 1인치에

최소 1만 엔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도 현재 아마존을 통하여 50인치 UHDTV의 판

매가는 50인치 HDTV와 비교해 5배 이상 비싸다. 

두 번째, 차세대방송 서비스 가치체계(C-P-N-

D)에 있는 관련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공동 노

력이 중요하다. 기술기반 확보, 초기 콘텐츠 관련

투자비용 문제, 단말 보급 등 정부/산업계/방송계

의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본의 경

우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가치체계 참여자들의

자발적 노력, 기반기술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

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특히,

국내는 규제이슈가 강한 나라 중 하나여서 정부에

서 실감미디어 선도를 통한 연관 산업 진흥을 위하

여 추진전략과 목표, 관련 사업들을 정확하게 편성

34) Eutelsat (2013).ULTRA HIGH DEFINITION THE NEXT REVOLUTION IN THE TV WORLD. Eutelsat 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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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 초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의 “UHD 실

감미디어 방송 발전전략”은 의미가 있다35). 먼저,

UHD 방송서비스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실험

방송을 통한 새로운 방송기술의 검증을 위성방송,

케이블, 지상파를 통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는 핵심기술 개발과 조기 실험방송 및 시범방송 경

험을 통한 UHDTV 방송장비산업을 선도하고, 디스

플레이와 콘텐츠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대형 프

로젝트 중심의 콘텐츠 개발 지원 추진, 실감미디어

를 통해 교육, 쇼핑 등 산업 간 시너지 유도 및 신규

수익모델 창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실감미디어 방송생태계에 중소기업이

원활히 진출하기 위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

진하고, 콘텐츠의 편성 및 방송시간, 광고 등과 관련

하여 사업자가 유연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법·제

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UHDTV 방송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프

로그램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차세대방송 추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UHDTV 방송 생태계 기반조성이다. 이 중 UHDTV

콘텐츠 분야가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가

치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TV 해상도로 일부 콘텐츠를 제작하

고 있으나, 아직 노하우나 총양은 부족하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UHDTV 발전 로드맵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생태계 조성을 제1원칙으로 설정하고,

디스플레이와 콘텐츠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UHD 선도 콘텐츠 개발 지원을 추

진할 계획이다36). 또한, 선순환 체계를 위하여, 방송

미디어(지상파, 위성, 케이블, IPTV)와 미래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전송이 가능해야 하고,

UHDTV를 이용한 방송에 대한 광고 수익구조가 형

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9> 방통위 차세대방송 UHDTV 추진 로드맵

35) 방송통신위원회(2013). UHD 실감미디어 방송 발전전략. 2013, 1.

36) 최진홍(2013). UHDTV, 핵심은 생태계다 : 콘텐츠 및 제반사항의 담론. 방송과기술(2013.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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