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회 소 식

12 방송과 미디어 제23권 1호

12

특  집

편집기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특집호를 내며

방송미디어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지상파 UHD 방송이 5대광역시와 강원지

역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4K를 넘어서는 8K UHD 의 전송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0°VR

콘텐츠로 촉발된 몰입형 미디어는 사실감과 입체감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개발을 가져 왔으며,

구글 딥마인드사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로 재 점화된 AI 기술은 방송미디어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실감”또는 “몰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흑백비디

오에서 컬러비디오로 진화하였고, 컬러비디오는 다시 해상도의 향상을 통한 실감성/몰입감을 증가시키고자하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상도의 증가는 HD, FHD를 넘어서 이제 TV에서도 4K UHD 방송이 표준이 되었으

며, 이는 다시 8K UHD 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의 해상도가 어디까지 증가하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FHD에서 3D TV로 이어졌던 실감성/몰입감 증가의 노력은 또한 360°비디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60° 전방위 영상 안에서 3DoF, 3DoF+, 6DoF 단계별 시점 이동의 자유도를 증가시키는 방

향으로 입체 영상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컬러, 텍스쳐 등과 같은 저수준 특징소

들을 이용한 영상의 인식 및 해석 기술은 그 성능적 한계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내용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SIFT, SURF 등과 같은 Bag of Words에 기반한 서술자들의 등장으로

객체인식의 획기적 성능향상을 가져 왔으며, 이는 다시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실

시간 내용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인식, 영상이해 기술의 진화는 만족할 만한 높은 수준의 내용

기반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본 학회에서는 이러한 최신 기술들의 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들의 진화들에 대한 소개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본 특집호를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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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집호는 “차세대 방송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라는 주제로 방송 실무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5편의 원고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원고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 지상파 UHD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지상파

UHD 방송환경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은 세컨드 스크린 또는 컴패니언 스크린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모바

일 A-ESG, 시청 예약/알림 서비스, 연관 클립 시청, 실시간 방송 이어보기, 시청이력 통계, 리모컨 기능 등과 같

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고는 “지상파 8K UHD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기술”로 지상파 8K UHD 서비스 동향을 살펴보고,

방송·통신 융합 전송 기술인 MMT 기술과 SHVC 차세대 비디오 코덱 기술을 살펴봅니다. 또한 이들을 기반으로

8K UHD 방송·통신 융합 송수신 시스템과 서비스 기술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원고는 “Light Field 미디어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러운 사

실감 및 입체감을 제공하여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Light Field 미디어 기술을 360 VR 미디어에 적용하고자 표준

화를 진행하고 있는 MPEG-I 표준화 동향과 요소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고는 “AI기술이 영상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으로 영상미디어가 제작되는 순간부터

소비되는 순간까지의 미디어 생태계의 각 단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나리

오의 작성, 촬영준비단계, 촬영단계, 영상편집단계, 그리고 배급 및 소비 단계에서 AI 기술의 적용으로 제작, 배

급, 소비의 효율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고는 “클립형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동영상 자동 축약 기술 동향 및 신규 서비스 예측”으로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이미지 인식/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자동축약 기술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

로 하는 지상파 UHD 기반 신규 서비스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본 특집호에서 소개된 차세대 방송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들은 미래 방송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방

송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 1월 특집호의 출간을 위하여 현업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원고

를 기고해 주신 저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특집호 완성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학회지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관리와 편집에 많은 도

움을 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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