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1, No. 3, March 2018(pp. 415-422)

https://doi.org/10.9717/kmms.2018.21.3.415

1. 서  론

과거 방송 현장중계는 흔히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카메라라고 부르는 대형 카메라를 통해 

방송 내용을 촬영, 전송했다. 이러한 아날로그 방송 

촬영 제작시스템이 90년대 들어 디지털화된 이후,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

송 중계까지 등장하게 되었으며 드론까지 방송에 투

입될 정도로 다양한 첨단 기기들이 방송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도 ENG카메라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가

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장비이지만 현재 방송 현업 부

서, 특히 뉴스 관련 부서에서는 긴박한 사건사고나 스

포츠 관련 취재 등에서 스마트폰이 ENG카메라를 대

체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1].

특히 최근 TV 보도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성과 실시간성을 강조한 현장중계화면을 적극

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이다. 미국 TV

보도 담당자의 75%가 현장 중계화면을 정보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가 이를 뒷

받침한다[2]. 이러한 현장 화면을 활용한 시청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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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안으로 최근 종편은 물론 뉴스전문채널과 공중

파 방송국들이 경쟁적으로 활용하는 방송중계 방법

이 무선 ‘LTE’(Long Term Evolution) 영상전송이다.

영상정보는 그 양이 방대하여 이를 압축하여 전송

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는데 현재는 MPEG

이 방송, 통신등에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3].

LTE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고속무선통신 표준의 하

나로 2015년 3분기 기준 전 세계적으로 9억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4].

LTE는 다운로드 최대 속도가 300Mbps, 업로드 최대

속도가 75Mbps로 4G의 최대속도인 1Gbps에는 못미

치지만 LTE를 보완해 4G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

는 LTE-Advanced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완료된 상

태이다[5]. 하지만 기술적으로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계되는 화면이 갑자기 끊어진다던지, 화질

이 떨어진다던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생방송 도중 방송사

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LTE 무선중계에 있어 최

적의 전송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무선중계의 안정

성과 화질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방송중계에 있

어 효율적인 비트레이트 최적화는 방송 네트워크 시

스템에 대한 기술적 부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화질과 안정성 모두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백팩(backpack) 저널리즘의 등장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자들은 취재장비

로 비디오와 오디오, 사진, 기록자료등 다양한 정보

들을 전송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음성인식 소프트웨

어를 설치한 노트북과 휴대용 카메라, 스캐너, 스마

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취재한 내용을 언론사의 중

앙 서버를 통해 동료 기자들과 상의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6].

이같은 디지털 환경의 도래는 기자들로 하여금 백

팩 저널리즘(Backpack Journalism)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낳고 있는데 백팩 저널리즘이란 배낭 안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를 사용하는 기자들을 지칭

한다[7]. 기존의 ENG 시스템이 상징하는 대형 고급 

영상 취재시스템에 빗대 이를 DMNG(Digital Mobile

News Gathering)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즉 방송과 

통신의 디지털 융합 결과인 DMNG 기술은 이동식 

중계방송장비를 백팩에 넣을 정도로 가벼워 졌다는 

뜻으로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불려지고 있다[8].

백팩 저널리즘을 가능케 한 것은 LTE로 대표되는 

기존 4G 무선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이다. LTE는 시

속 120킬로미터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700Mbps 정도

의 데이터를 3분 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의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방송장비와 결합할 경

우 TV중계가 가능할 정도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백팩 저널리즘은 2011년말 종합

편성채널(이하 종편채널)의 출범과 함께 뉴스 현장

에 도입되었다. 기존의 공중파방송들이 ENG시스템

을 고집하는데 비해, 자본력과 인력이 작은 종편 채

널의 경우 고가의 중계차와 고급카메라가 없이 간이 

장비만으로 스포츠, 재난뉴스등이 실시간으로 생방

송을 할 수 있어 수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효율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백팩 저널리즘은 중계차를 사용하던 기존 방송사들

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화면이 끊기는 방송사고인데 지난 2013년 11월 한 

공중파 방송은 황교안 장관 기자회견을 백팩 방식으

로 중계했는데 먼저 백팩 중계 시스템을 도입한 종편

채널에 비해 화질이 깨지거나 끊기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백팩 저널리즘을 

활용한 생방송 중계는 기존 방송국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현재 방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송방식의 비교실험을 통해 방송 화

질 개선과 안정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LTE를 활용한 방송중계 현황과 문제점

LTE 생방송 중계는 주로 재난재해와 같은 야외 

사건 현장에서 간이 장비만으로도 생방송을 할 수 

있다. Fig. 1에서 보듯 백팩 하나 정도 크기의 소형화

된 장비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져 중계지역에 한

계가 사라짐에 따라 생방송 중계를 위한 접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편이성으로 인해 LTE 중계는 주로 뉴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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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말 

종편 방송국의 출범과 함께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

됐다. 이후 실시간 뉴스 방송에 투입되어  종편사의 

시청률 제고 등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공중파를 비롯한 대

부분의 방송사들이 LTE 중계 방식을 도입해 방송현

장에 활용하고 있다. Table 1은 2016년 국내 방송사

들의 LTE 중계기 도입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을 표방하는 LTE 무

선중계는 중계 화면의 화질저하와 방송사고라는 문

제를 안고 있다. 일례로 2013년 11월 공중파 K사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백팩 

방식으로 중계했다. 하지만 화질이 깨지는 현상이 발

생하는 등 국영방송 수준에 맞지 않는 방송 사고가 

벌어졌다. 종편사들 또한 2013년 5월 윤창중씨 기자

회견 사례와 같은 방송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 대통

령 방미수행 중 일어난 성추행 문제에 대한 윤창중씨

의 해명 기자회견을 백팩으로 방송하던 중 종편 C사

는 화면이 끊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급기야 화면이 

먹통이 되는 생방송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당일 Y사,

1) LiveU & Jamuna TV http://www.liveu.tv

A사 등도 1회 이상 중계가 멈춘 상황이 발생했고 M

사는 영상전송이 멈춰 화면이 정지 상태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방송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현장 무선통신환경에 따른 전송 비트레

이트 조정 실패 또는 한정된 통신망 과부하라고 가정

할 수 있다.

2.3 비트레이트(bit rate)와 LTE 방송

TV중계화면을 LTE통신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그

리고 고화질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송환경에 따른 

비트레이트(bit rate)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비트레

이트는 특정시간 단위(보통 초 단위)마다 처리하는 

비트의 수, 즉 정보처리 속도를 말한다. 비트레이트

가 높을수록 동영상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므로 

화질은 더 좋아지게 되지만 비트레이트가 높은 만큼 

전송용량 또한 더 커지게 되어 네트워크 부하 및 전

송지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생방송 중계를 위해서는 LTE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비트레이트의 적절한 조절이 필수적이다.

즉 방송에 적합한 수준의 영상 품질의 만족도를 극대

화 시키는 전송방법이 필요하다. 다량의 비디오 트래

픽이 비트레이트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게 될 

Fig. 1. Real-time Broadcasting using LTE.1)

Table 1. LTE Transmission System of Korean Broadcasting Company.(2016)

TV

Chosun
KBS MBC

MBC

(Local)
SBS MBN JTBC

Channel

A

News

Y
YTN Total

TVU 6 4 2 6 7 13 12 50

LiveU 1 10 3 3 17

etc 4 3 12 19

Total 7 10 8 6 5 12 6 7 13 1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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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네트워크 품질저하가 발생하여 영상화질이 급

격히 악화된다. 결국 비트레이트 최적화는 이러한 요

소를 고려해 영상 화질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최적 

대역폭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

TV무선 중계에서 영상전송 데이터 압축은 고정 

비트율 전송(CBR:Constant Bit Rate)과 가변 비트율 

전송(VBR:Variable Bit Rate)기술이 사용된다. CBR

방식의 고정식 스트리밍 비디오는 입력영상의 특성

에 상관없이 발생 비트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나 재생 영상의 화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장면전

환 프레임의 경우 화질이 나빠지는 문제 등 균일한 

화질 보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화면의 

움직임이 없는 실내 상황을 중계하는 등과 같은 상황

에 유리하다.

이에 반해 VBR 방식의 가변식 스트리밍 비디오는 

장면 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균일한 화질을 보장하고 

압축률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인코더에서의 화면 특

성에 따라서 프레임당 발생 비트량이 큰 폭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로 데

이터 전송시 화질 보장이 어렵고 심할 경우 전송이 

끊어지는 단점이 있다[10]. 그러므로 송수신기의 순

간적 데이터 처리속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어야 한

다[11].

3. 실험영상 및 전송결과

비트레이트 전송 방식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TV

방송 생중계에 적합한 전송방식은 무엇인지를 실증

Table 2. Characteristic of CVR and VBR Transmission

CVR VBR

Advantage

- constant bit-rate

- advantage in transmission of stand

still situation

- network stability

- control of occurrence bit-rate

- regular definition of video

Disadvantage

- irregular definition quality of

replay video

- image degradation of cutaway

- steep variation of bit-rate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visual

- cause of severe transmission delay

- cut of transmission in heavy traffic

Table 3. Comparison of CVR and VBR Transmission

Condition Representative Capture of Video Clip Transmission result

CBR

5Mbps

- more stable than VBR transmission in case of

background

- quality deterioration occur in laughing face and

right hand

VBR

5Mbps

- overall uniform quality of definition

- minimize quality deterioration in laughing face

and righ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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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CVR과 VBR을 활

용한 실험영상을 전송해 화질 비교 실험을 수행해보

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TV조선에서 방송된 

‘정보통 광화문 640’의 시장 현장영상을 발췌해 LTE

무선 중계 방식을 이용해 전송한 후 이를 디지털 TV

모니터상에서 캡쳐하여 비교해 보았다. 실험에 사용

된 전송기기는 미국‘LiveU’사의 ‘LU-60HD'이었다.

3.1 실험1 : 고정식과 가변식 화질 비교

먼저 <실험1>에서는 동일 장면을 고정식과 가변

식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중계했다. 비트레이트는 

5Mbps로 동일 조건으로 설정했다. 동일한 비트레이

트 조건에서 동일 상태의 화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

라 화면 변화와 모션 등의 전송 데이터가 많을 경우 

나타나는 양자 간의 화질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실험

1의 목적이다.

CBR 5Mbps 영상은 고정식 비트레이트 전송방식

을 통해 중계한 화면이다. 이 영상의 경우 배경화면

이 거의 정지되어 있어 가변식보다 안정적인 화질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움직임이 있는 부분은 화질 저

하가 나타났는데, 웃음을 띤 얼굴과 흔들고 있는 우

측 손에서 화질저하가 발생했다. 이는 움직임이 많은 

영상일수록 데이터 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움직

임이 적은 비디오는 낮은 비트레이트 압축에도 손실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화질저하가 작다. 특정 비트레

이트 조건에서 움직임이 많은 영상의 화질 저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VBR 5Mbss 영상은 가변식 비트레이트 전송방식

을 통해 중계한 화면이다. 전반적으로 균일한 화질을 

볼 수 있지만 역시 웃는 얼굴과 우측 손 부분에서 

화질 저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

한 화질저하가 고정식보다는 최소화되어 나타났다.

Table 4. Comparison of VBR Transmission using different bit rate

Condition Representative Capture of Video Clip Transmission result

VBR

1Mbps
- Low quality definition

- unfit for broadcasting

VBR

3Mbps

- better than 1Mbps

- Suitable for broadcast

- quality deterioration in right hand

motion part

VBR

5Mbps

- Overall quality stability including face

- High quality for broadcasting

- instant massive transmission rate

- likelihood of transmission delay and

dis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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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압축 전송의 근본적인 원리는 영상에 내재된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인데 고정식의 경우 배경 부분

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공간적·시간적 중복성을 일정 

비트레이트만으로 제거하고 전송하는 데 문제가 없

었지만, 움직임이 있는 화면의 경우 특정부분만 일정 

비트레이트 이상의 압축률로 변동시켜주는 방식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현장 뉴스 중계에는 가변식이 고정식보다 화질 

저하를 막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2 실험2 : 가변식 비트레이트 별 화질 비교

그렇다면 가변식의 경우 각 비트레이트에 따른 화

질 차이는 어떻게 될까? <실험2>에서는 동일한 영

상을 가변식으로 중계하되 비트레이트를 달리해 전

송하였다. 1Mbps에서 5Mbps까지 비트레이트를 달

리해 중계해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1Mbps, 3Mbps,

5Mbps 세 종류의 영상을 비교하였다.

VBR 1Mbps 영상은 비트레이트를 1Mbps로 설정

해 중계한 화면이다. 배경이나 인물 손동작 등이 움

직임에 상관없이 모두 화질저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VBR 3Mbsp 영상은 3Mbps의 비트레이트

로 설정해 중계한 화면인데 1Mbps에 비해 화질이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여전히 방송용으로는 부족한 

화질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VBR 5Mbps는 비트레

이트를 5Mbps로 상향조정해 중계한 화면으로 움직

임이 심한 오른손 부분을 제외하고 얼굴 부분을 포함

한 화면 전체에서 안정화된 고화질 화면을 인식할 

수 있다. 가변식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부

분에서 화질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가변식 전송의 

특성상 압축이 가변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움직임 

변화가 심한 프레임간의 변이에 대한 전송은 순간적

인 트래픽 폭발로 인해 화질 손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상 가변식은 프레임 간에 심한 편차가 생길 때 

효과적인 비트레이트 사용과 영상 재생의 연속성 모

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전송이 끊어지는 문제가 존

재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12]. 실제 본 실험에서

도 화면의 모션이 큰 영상 구간이 수신되는 시간대에 

전송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5Mbps 이상의 

비트레이트를 적용한 가변식 전송방식을 사용할 경

우 시청자가 화질 저하를 느낄 개연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이상의 실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1>에서 연구한 고정식과 가변식 전송방

식에 따른 화질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레이트를 5Mbps로 설정한 고정식일 경우 등장

인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모션이 제대로 화질에 구현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적 변화가 많은 부분

은 설정 값 이상의 비트레이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고정된 비트레이트로는 정상적인 화질을 구현하지 

못해 화질저하가 불가피해 고정식은 모션 등 동적 

변화가 많은 야외 방송 촬영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

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고정식은 LAN등 유선을 

사용한 전용망 또는 전송 품질이 보장되는 중계방식

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변 비트레이트 전송방식은 일정 비율 이상

의 비트레이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 화질

평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는다는 기존 연구[13]에

서 보듯 본 실험에서도 5Mbps의 비트레이트를 사용

할 경우 실제 방송에 적용가능한 화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과도한 손동작등과 같은 모션을 제외

하고는 화질 열화가 발생하지 않아 스포츠 중계등을 

제외한 일반적 야외 영상 중계는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즉 야외 촬영 등 동적 변화가 많은 화면의 경우 

실제 방송 적합성을 고려할 때 고정식보다 가변식으

로 중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험2>에서 보듯, 가변식이라는 동일 방식을 사

용할 경우 당연히 비트레이트 전송률이 높을수록 고

화질의 영상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1Mbps의 비트레이트 설정은 실제 방송에 사용

하기에는 화질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3Mbps

의 경우 과도한 움직임을 제외한 전 부분이 방송용으

로 사용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으나 모션 

부분의 화질 열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가변식 5Mbps

의 비트레이트 영상은 화면 전체가 안정화되고 고화

질의 화면을 얻을 수 있었으나 전송이 불안정한 현상

이 나타나 방송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2Mbps 이하의 비트레이트

는 가변식과 고정식 모두 화질 저하로 방송에 부적합

하며, 가변식의 경우 비트레이트를 올릴수록 전반적

인 화질은 올라가지만 모션이 많은 영상을 전송할 

경우 전송지연과 연결이 차단될 위험이 있어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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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문제가 없을 경우 5Mbps 이상에서 운용하되,

전송환경이 불량할 경우 화질담보와 신호 안정성 확

보라는 양자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3Mbps 전

후의 전송률 선택을 추천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방송사의 LTE 활용에 대한 여타 선행

연구와 기술적 진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종편 방송사의 제한된 영상콘텐츠를 LTE 중계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실험환경 

또한 도시나 농촌등 다양한 전송 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실험 결과를 보편화시키기에는 무리라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LTE 네

트워크를 활용한 뉴스 현장중계 화면의 최적화 방안

에 대한 실험을 정리한 것이다. 비트레이트를 달리한 

영상 화질의 최적화 방안이나 이에 대한 수용자의 

주관적 만족도 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가 이미 있지

만 본 연구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방송 실무 현장에

서 실제 영상을 사용해 전송방식과 비트레이트를 실

험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향후 방송사들이 

LTE 뿐만 아니라 5G 환경이 도래할 경우 개인의 스

마트폰등을 활용한 현장 중계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지속적으로 이러한 통신기술을 방송환경

과 뉴스제작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과 최적화 방안

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LTE나 5G 통신기술을 방송 중계에 활용해 화면

을 확보하는 것은 그 현장성과 동시성 때문에 뉴스 

제작에 있어 매우 필요하고 가치 있는 솔루션이다.

TV는 신문보다 뉴스를 빨리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이

나 행사의 현장에서 생생한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휴대형 모

바일 기기와 접목해 극대화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정

보욕구와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종편 뿐만 아니라 기존 방송사들도 LTE등을 

활용한 중계방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므로 방

송산업에 최적화된 실시간 영상뉴스 전송시스템을 

위한 전송프로토콜 개발이나 알고리즘 설계등의 후

속 연구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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