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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송 표준 기술 특집호를 내며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ICT 전략을 공개하며 세계 최초 지상파 UHD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700MHz 대역에서 5개 방송

채널(30MHz)을 UHD 방송용으로 할당하였습니다. UHD 방송은 우리나라를 포함

한 여러 나라에서 케이블, 위성, IPTV 등을 통해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에서의 UHD 본방송은 어느 나라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 매체인 지상파 방송을 통해 UHD 방송을 선도적으

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집호에서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을

위해 필요한 표준 기술, 특히 최근 표준이 제정 중인 ATSC 3.0 표준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ATSC 3.0 표준은 국내 방송 표준화단체 중 하나인 차세대방송

표준포럼에서 주로 참조하고 있는 표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상파 UHD 표준에 많은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표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을 주고

자 본 특집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집호에서는 ATSC 3.0 표준과 관련한 7편의 원고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고는 ATSC 3.0 표준의 개발 과정,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원고는 지상파 방송의 전송방식으로 불리는 물리계층

표준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DVB-T2 표준에 비해 개선된 BICM(Bit

Interleaved and Coded Modulation) 및 새롭게 도입된 물리계층 다중화 기술인

LDM(Layered Division Multiplexing) 기술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편

은 방송서비스에서 기본적인 요소인 비디오와 오디오 부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

다. 특히, 비디오 부호에서는 HD에서 UHD로의 단순 화소수의 증가뿐 아니라,

HDR(High Dynamic Range), WCG(Wide Color Gamut) 등 고품질 요소들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오디오 부호에서는 ATSC 3.0 표준의 오디오

시스템 요구사항과 제안된 후보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편은 세계

최초의 IP 기반 지상파 방송 시스템인 ATSC 3.0 표준의 IP 기반 하이브리드 전송

기술과 컴패니온 스크린 기술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비스 구성 및

시그널링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은 우리나라가 ATSC에서

선도적으로 표준화를 주도했던 3DTV를 ATSC 3.0 표준 하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고정/이동방송 융합형 3DTV에 대해 소개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투고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시간

을 할애하여 원고를 준비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편집에

고견을 주신 편집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특집호가 독자들께서 ATSC 3.0

표준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준비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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