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지상파방송방식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디지털 방송 전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방송 방식이 길게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

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내를 비롯해서 일본과

미국은 이제 UHD(Ultra High Definition)방송 송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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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송출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UHDTV시대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일본의 경우 2012년 런던올림픽을 슈퍼 하이비전으

로 송출, 상영하였고, 2014년 7월 CS위성을 통한

송출을 시작으로 차츰 케이블과 지상파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고, 8K 슈퍼 하이비전 단편 드라마

“미인이 많은 요리점 (美人の多い料理店 /Beauties

A La Carte)”을 제작, 5월에 있을 프랑스 칸 영화

제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경

우 벌써 상영회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대중들과 교

류하고, UHDTV에 대한 국가적인 홍보를 통해 일

본의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국내의 기업들은 방송용 카메라나 영화용 고화질

카메라를 전혀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도적인 개발이나, 전폭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

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시작으로 가정용

텔레비전까지의 제작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에

많은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방송

사, 그리고 기업 모두가 협력하여 방송방식을 정하

고 방송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에 슈퍼하이비전이라는 독자

적인 방식의 차세대 방송방식을 송, 수신하는데 성

공하였고, 아래의 사진은 당시의 청, 백가합전을 슈

퍼하이비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다.

당시만 해도 현재의 스튜디오 카메라에 비해서도

한참 대형인 카메라로 발표가 되었고, HD 카메라

가 처음 만들어지고 소형화되던 과정과 비슷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4K 이상의 영상을 촬영 할 수 있는 카메라와 특징

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빠른 발전을 보여주는 4K 카메라

예전에 NHK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 중 “하이비

<그림 3> 

<그림 2> 미인이 많은 요리점 (美人の多い料理店 /Beauties A La C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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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화론(Hi-Vision 進化論)”이라는 다큐멘터리

를 보았었는데, 영상 분야의 발전은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카메라를 사용하는 의학계의 경우, 수술에

사용되는 소형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좀

더 정밀한 원격 수술이 가능해졌고, 특히 3D 기술

은 사실적인 입체영상을 통해 수술 집도의 정확도

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와 같

은, 아니 실제보다 더 세밀한 영상을 보여주는

UHDTV용 카메라의 발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

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1. 소니의 4K 카메라

4K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NAB에서 부터일 것이다.

당시에는 그래도 대형 카메라이기는 하지만 4K

로 촬영하는 카메라로써는 작은 크기로 출시가 되

어 미국에서 극영화에 사용되는 카메라로 유명한

F65를 보겠다.

CineAlta F65RS는 20메가픽셀 화소 8K 단판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으며, 독특한 Bayer

배역구조를 채택해 고감도와 넓은 Dynamic

Range를 구현했다. 

<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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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5GB를 저장할 수 있는 SR 메모리 포맷의

휴대용 레코더인 SR-R4를 본체 후면에 장착해 16

비트 Raw 파일 촬영 시에도 HD Viewfinder나 HD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L 렌즈 Mount 면과 CMOS 이미지 센서

사이에 회전 셔터를 장착해 고속으로 이동하는 피

사체 촬영이나 고속 Panning 촬영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Rolling Shutter Effect를 제거했으며, 이

미지 센서에 최적화 된 4가지 ND 필터를 내장해 촬

영 준비 시간을 단축시켰다.

F65는 MBC 드라마 “구가의 서”에서 사용된다고

하며, 앞으로 4K 촬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최근의 영화나 드라마의 레코딩 포맷을 보면 화

질도 화질이지만, 녹화 포맷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

<그림 6> F65

<표 1> F65 & SR-R4 Recor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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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문제는 RAW 촬영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모든 분야의 스텝들이 서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아무리 4K RAW로

촬영을 하였더라도 DI 작업을 HD로 다운 컨버팅해

서 하게 된다면, 방송용 편집은 DI가 완료된 HD로

만 최종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고, 4K 소스는 그냥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분명 이 부분은 논

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4K RAW파일의

원본은 당연히 보관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필름을

예로 해서 설명하자면, DI 작업은 텔레시네 작업과

동일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고 본다. 필름은 시대에 따라 VHS 비디오테이프로

의 텔레시네를 시작으로 DVD, 블루레이 등으로 발

전된 영상으로 컨버팅하며 계속 재생산되어 왔고,

그 시대에 맞는 색감과 화질로 변화되면서 원본의

느낌을 좀 더 살리고, 당시에 유해하고, 선호하는 색

<그림 8> SxS 시스템

<그림 7> F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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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새로운 영상물로 태어나곤 했는데, RAW의

압축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4K 시대가 오면 그때에

선호도에 맞는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

한다. 그리고 4K로 DI된 소스의 4K 편집완본이 저

장이 되고, 4K 편집완본에서 다운 컨버젼해서 HD

소스를 만들어 이를 현재 HD방송으로 송출하는 방

법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소니 F55는 두 가지 방식의 메모리카드와 레코더

를 사용 할 수 있다. SxS의 경우에는 본체에 장착되

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레코더는 필요 없지만,

MPEG-4 AVC/H.264로 4K 압축 녹화한다. RAW

녹화는 불가능하지만 간편하게 4K 촬영이 가능하다

는 부분에서는 환영 할 만한 부분이다. AXSM 시스

템은 4K RAW로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 현장

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F55의 장점은 <그림 10>과 같이 후지논 PL 줌 렌

즈를 장착하면, 기존의 ENG.카메라와 동일한 방식

의 촬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환경에

익숙한 촬영감독들도 쉽게 4K 촬영이 가능해 질 것

이다.

그리고 NEX-FS700의 경우에는 레코더를 추가

하게 되면 4K 촬영도 가능해 지는데, 미래의 4K카

메라 소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Ⅱ. RED의 4K 카메라

RED는 초창기 출시된 카메라에서도 4K 녹화는

가능했지만, 이미지 센서 자체가 4K는 아니었다.

<그림 9> AXSM 시스템

<그림 10>

<그림 11> NEX-FS700

<그림 12> CES 2013에서 발표된 소니의 가정용 4K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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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출시한 4K카메라인 에픽과 스칼렛에 와

서야 비로소 4K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초

창기 4K로 촬영된 추노의 몇 장면들은 현재 KBS에

서 UHDTV 방송으로 시험 송출되고 있다. 

RED EPIC은 드라마나 영화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많은 촬영감독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두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가 좋고 나쁘

고를 떠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는 부분이다.

가격적인 장점을 이용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RED

의 계획은 현재 4K 카메라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Ⅲ. 캐논의 4K 카메라

EOS C500/C500PL은 4K RAW/2K RGB/2K

YCC 출력이 가능한 약 885만 화소 Super 35mm

대형 단판 CMOS 센서를 탑재해 4K RAW 출력

이 가능하며, Canon 독자의 고감도 저노이즈 기

술로 ISO 320~20,000의 폭넓은 감도를 설정할

수 있다. 4K(4096x2160) 영상과 RAW 데이터

출력을 지원해 비압축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2K(2048x 1080) 영상 출력 시 새롭게 12비트

RGB 4:4:4 신호를 지원해 풍부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EF 시네마 렌즈와 EF 렌즈 등 60개가

<그림 16> 1D C

<그림 13> RED EPIC

<그림 14> RED SCALET

<그림 15> C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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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다양한 렌즈 및 PL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

캐논 1D C는 약 1810만 화소의 풀 프레임 CMOS

센서를 탑재하고 ISO 25,600을 지원해 고감도 촬

영에서도 노이즈가 적은 깨끗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24프레임의 4K 영상 촬영(4K 촬영 시 APS-

H 사이즈 상당으로 Crop)이 가능하며, 8비트

Motion JPEG 압축방식을 지원해 고화질의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 기존 EOS 1D X와 같이 새로운

‘Dual DIGIC5+’ 시스템을 탑재해 뛰어난 사진 촬

영 능력도 가지고 있다.

Ⅳ. 파나소닉의 4K 카메라

파나소닉은 아직까지 방송용으로 실제 작동이 되

는 4K 카메라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CES 2013

에서 전시한 4K 캠코더는 현장에서 유리 속에 들어

있긴 했지만 작동은 가능 했었던 것 같다. 

2013년에는 파나소닉의 4K 카메라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Ⅴ. JVC 4K 카메라

GY-HMQ10은 저조도에 강한 고감도의 이면조

사 기술을 채용하고, 3840 x 2160 4K를 캡처할 수

있는 830만 화소의 단일 1/2.3″ CMOS 센서를 탑

재하고 있다. 

JVC의 고속 프로세서인 ‘FALCONBRID’을 탑재

하고 있는데, 40nm 공정을 통해 경제적인 디자인

과 높은 성능 및 낮은 에너지 소비량을 제공한다.

4K 이미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

론, 실시간으로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에 4K 이미지

를 출력할 수 있다. 

4매의 SDHC/SDXC 메모리 카드에 4K 영상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유지비용과 함께 장

시간 저장(32GB×4매로, 약 2시간)이 가능하다.

JVC는 4K카메라 GY-HMQ10을 시작으로 최초

<그림 19> 

<그림 17>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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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K 핸디캠 출시라는 영광을 얻었다.

하지만 그 후에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아

쉬울 따름이다.

Ⅵ. 고속 촬영이 가능한 4K 카메라

ASTRO의 4K 카메라 시스템은 8,900,000 픽셀

고해상도 단일 플레이트 CMOS 이미지 센서와

Nikon F-Mount를 탑재하고 있는 카메라 헤드인

AH-4410-A, 광섬유를 통해 영상 신호 처리 및 제

어할 수 있는 컨트롤 장치인 AH-4412, 카메라 처

리 장치인 AP-4411-A를 통해 3840 x 2160 해상

도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FT-ONE은 FOR.A가 새롭게 개발한 4K Full

Resolution 고감도 CMOS 센서 ‘FT1-CMOS’를 탑

재해 4K(4096 x 2160) 해상도에서 최대 1,000fps

의 Super Slow 영상을 최대 8.5초간 녹화할 수 있

다. CMOS 센서 특유의 롤링 셔터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고속 글로버 셔터가 채용되었고, 옵션으로

제공되는 SSD 카트리지를 통해 최대 75초간 저장

될 수 있는데, 본체 내에 2대까지 탑재할 수 있어

도합 150초 상당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셈이

다. Hot Swap을 지원해 촬영 중 SSD 카트리지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도 있다.<그림 20>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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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카메라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현실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눈으로 보는 것 보다 더 세밀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Ⅶ. 소형 4K 카메라들

GO PRO에서 출시한 HERO3 블랙은 지금까지

의 4K카메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었다.

4K 하면 당연히 아직까지는 카메라의 크기가 커

야한다는 인식을 바꿔놓은 카메라이기도 하지만,

일단 사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과 4K 촬영을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은 4K 카메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하지만 활용도는 높을지 몰라도 화질은 4K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현재 출시가 되어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

형 카메라들은 비록 소형이지만, 특별한 앵글로 촬

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의 촬영 환경은 다양한 앵글과 영상을 소화

해야 하는 촬영감독으로써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볼

수 있다는 점과 비교적 화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

하다는 장점을 본다면 아마도 의외로 4K 카메라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얼마만큼 양질의 4K 영상들을 제작할 것

인가에 따라 UHDTV 방송의 승패가 달려있을 것이

다.

HD의 경우를 보면 분명 화질을 중심으로 하는

고화질의 콘텐츠 보급에는 사실상 성공하지는 못했

던 것 같다.

<그림 22> 저장용 카트리지는 하나에 2T로 2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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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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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히타치의 8K카메라와 팬텀에서 출시할 4K 하이스피드 카메라 “Phantom Flex4K”

<그림 25> NAB 2013에서 소개된 Blackmagic Production Camera 4K

<그림 26> 소니의 새로운 스타일의 4K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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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HD 보급 당시처럼 가전사들이 디스플레이

의 보급에만 신경을 쓴다면 HD보다 제작이 더 어

려운 4K 소스의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는 4K 제작에 HD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

여야 하는 방송사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고, 제작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요소가 될 것

이다.

HD로 전환되면서 볼 수 있었던 문제점들은 분명

똑같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콘텐츠에 대

한 투자만이 해당 방송포맷의 성공을 가지고 올 것

이라는 인식이 정부와 방송사, 그리고 가전사 모두

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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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 광

- OBS 촬영감독
-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정보미디어 국장
- 네이버 2012 영상.음향부문 파워블로그

필 자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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