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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화산업에서 시작된 제작환경의 변화가 방송 산

업의 고품질화를 촉발시켰다. UHD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UHD방송과 제작환경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해졌다. UHD방송 콘텐츠 제작은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의 등장, 파일기반 제작시스템

(NLE), 색 보정 기술의 발달로 복잡성이 증가하였

행사를 위한 방송과 미디어 기술

□ 이주희 / KBS

4K UHD 워크플로우

특집

<그림 1> KBS 제작 다큐/드라마 포스터 겹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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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HD제작과는 다른 4K UHD(이하

UHD)제작워크플로우 정립이 필요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15년

말 발표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

안’에 따르면 2017년에는 UHD 최소 편성비율을

‘5% 이상’으로 권고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100% 편성이 되도록 지상파 방송사에 권고했다. 

KBS는 2013년 ‘의궤 : 8일간의 축제’를 시작으로

‘색 : 4개의 욕망’, ‘요리인류’, ‘바다의 제국’ 등 장

기기획 다큐멘터리를 UHD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장기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UHD

제작 워크플로우를 정립하였다. 이후 2015년 대하

드라마 ‘징비록’을 시작으로 UHD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후 대하드라마 ‘장영실’, ‘태양의

후예’, ‘드라마스페셜’ 등을 제작하였고 드라마 ‘화

랑’을 제작중이다.

Ⅱ. UHD방송

UHD방송은 HDTV방송이 제공하는 화질보다

<그림 2> HD-UHD 해상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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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배 선명한 초고화질 TV방송이다. 가정에서

70mm 영화보다 뛰어난 비디오 화질(8K;7680x4320)

과 다채널(22.2ch) 초고음질을 이용하여 시청자에

게 현장감과 사실감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실감방송

기술이다. 일본은 Super Hi-vision이라는 이름으

로 8K UHDTV방송을 추진 중이고, 한국에서는 4K

UHDTV 방송을 추진 중이다.

1. 4K UHD CAMERA format - RAW와

log System

대부분의 디지털 Cine Camera는 RAW라는 파

일형식을 지원한다. RAW란 ‘가공되지 않은’이라는

뜻으로, 이미지 센서에서 포착된 영상정보를 압축

및 보정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영

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촬영 당시의 영상 정

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기, 화이트밸런

스, 채도, 색상 등 파라미터를 수정하여도 거의 왜

곡되지 않는다. 또한 색 보정(Color Grading)을 통

한 컬러 연출이 가능하다. 무압축 영상데이터이기

때문에 파일용량이 상당히 커진다. Log System은

1993년 코닥이 출시한 Cineon system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Dynamic

range)와 부드러운 계조(Gradation)의 데이터를

<그림 3> 명도(계조)에 따른 데이터 비교

<그림4> 명도 (노출)에 따른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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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함수를 이용해 더 적은 비트뎁스(Bit depth)에

저장한다. 한정된 저장 공간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UHD제작

워크 플로우에서는 이 두 가지 파일포맷형식을 사

용하여 HD방송표준인 REC.709보다 더 넓은 영역

의 색 공간에서 다양한 색감을 연출할 수 있다.

2. UHD 제작 워크플로우 소개 및 역할

UHD제작 워크플로우가 기존 제작워크 플로우와

<그림 5> 4K Film워크플로우와 KBS UHD 제작워크플로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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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점은 후반제작(post-production)의 영

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파일기반 제작매체 등장,

4배 커진 해상도에 따른 데이터량 증가, Recon-

necting개념의 등장, 로그파일을 이용한 색 보정

등 후반제작의 워크플로우가 확대되었다. UHD제

작 워크플로우의 고려사항으로는 HD방송의 제작

안정성 담보, 비용효율적인 제작 장비 도입, UHD

콘텐츠의 빠른 제작이었다.

따라서 한정적인 제작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Reconnecting 제작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3. 프로덕션

KBS에서 주로 사용되는 디지털 시네 카메라는

RED EPIC, ARRI ALEXA/AMIRA, SONY F55 등

으로 촬영한다. 사전 기획회의를 통해 recording 포

맷, frame rate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정립한다.

4. DIT

HD 제작환경에서 DIT의 역할은 Data Maganer의

소극적인 의미를 가졌다. 촬영 직후 데이터를 저장하

고 관리/보관했다. UHD 제작환경으로 바뀌면서

Data management, Data conversions, Data

backup, 현장 LUT 설정 등 제작현장과 후반제작 사이

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UHD 촬영본을 HD파일로 다운 컨버팅하여 두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편집실로 전달해야 한다.

5. 인제스트

인제스트는 다양한 카메라 제조사의 촬영데이터

<그림 6> 현장 DIT장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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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정한 형식(해상도, 편집코덱 등)으로 표준화하

는 과정이다. 이 때 UHD 촬영 데이터와 HD 컨버

팅 데이터의 메타데이터가 보존되어야 한다. 인제

스트 시 XML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인제스트

XML을 통해 HD편집정보를 따라 Reconnecting

작업이 가능하다.

6. 편집

현장에서 DIT가 컨버팅한 촬영본과 특수 영상본

으로 내용 편집을 진행한다. Reconnecting 제작방

식에서 HD파일을 기반으로 편집이 진행되며 FCP7

XML을 통해 트랙정보, in-out 등 cut정보, effect

정보를 담아 Reconneting 단계로 이관한다. 

7. Reconnecting

Reconnecting이란, HD파일로 Proxy편집 후

XML 데이터를 이용해 UHD 촬영본으로 편집데이

터를 재연결하는 방식(Reconnecting)이다. UHD

콘텐츠 제작의 기초 작업이다. Reconnecting방식

의 장점은 HD 제작 장비의 추가 업그레이드 없이

최소비용으로 UH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2010년 2월 마지막 업데이트 후 단종

된 apple FCP7 XML은 타 기종과 호환성이 떨어져

편집데이터의 인식오류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작

업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먼저 FCP7 XML(편집정보)을 바탕으로 UHD

편집 XML을 생성한다. 모든 편집 정보가 정확하

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편집 정보

를 HD XML에 맞추어 수정해주어야 하며 소요시

간이 XML 정보와 일치하는 정도에 비례해 줄어든

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UHD 촬영본을 직

접 편집하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한 트랙에서 편

집하는 영화제작과 달리 여러 트랙을 사용하여 편

<그림 7> 리커넥팅 작업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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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는 방송제작환경에서는 장비의 부하가 많이 발

생한다. 부하에 따른 딜레이가 발생하여 제작에 차

질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8. 색보정 Color grading

각 카메라 제조사의 Log recording 파일(S-

Log/Log-C 등)이 도입되면서 더 넓은 Dynamic

range와 색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 HD 방송제

작 환경에서 색 보정이 cut과 cut사이의 색감이

다른 것을 보정하던 협의의 색 보정이었다면,

UHD 방송제작 환경에서 Dynamic range가 넓

어지고 색정보가 많아져 색을 통한 연출이 가능해

졌다. 

<그림 8> 색보정 작업화면

<그림 9> 대하드라마 ‘징비록’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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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편집

종합편집(Mastering)은 Mixed Effect, 더빙 등

사운드 마스터링(SMR)과 색 보정 편집본, 특수영

상본, 자막(Character Generating, CG), 타이틀,

엔딩스크롤의 삽입을 포함한다. HD제작과 달리

UHD제작 워크플로우에서는 4K UHD타이틀, 특수

영상, 자막을 삽입하게 된다.

Ⅲ. 한계점과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HD 워크플로우의 한계

점은 완전한 UHD 워크플로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의 UHD 워크플로우는 HD proxy편집과

Reconnecting과정을 거치며, 편집정보의 정합성이

떨어져 추가적인 작업이 필수적이다. 위에 언급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과학창조부의 정책방안에

따르면 UHD 본방송이 시작되는 2020년에는

UHD/HD 동시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일명 ‘초치

기’라 부르는 드라마 제작환경상 HD proxy편집과

Reconnecting과정이 생략된 최적의 워크플로우를

갖추어야 한다.

HD proxy편집과 Reconnecting 과정을 생략하

기 위해서는 먼저 NLE와 제작 환경의 변화가 필요

하다. 편집 및 방송코덱 등 UHD 방송 제작 표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UHD 방송제작에 적합

한 NLE를 선정해야 한다. 영화와 달리 다기종의 카

메라와 여러 편집트랙을 사용하는 방송환경에서 적

합성 테스트가 필요하다.

방송제작 시간은 영화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

간에 제작되고 있다. UHD 본방송에서도 변하지 않

을 방송만의 제작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UHD 원본 편집 그리고 색 보정과 종합 편

집을 비롯한 후반 제작과정을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10G이상의 네트워크속도

혹은 SAN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4K UHD 컴퓨터그래픽 제작이 가능해져야

한다. 현 4K UHD방송 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그래픽은 HD를 업스케일링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UHD의 색공간과 해상도를 제대로 표현하

는데 한계가 있다. 렌더팜 등 다양한 제작 솔루션의

UHD환경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며, UHD 컴퓨터그

래픽 제작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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