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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올해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본 동경도 소재 NHK 기술연구소(STRL)에서 개최된 NHK Open House 2015를 본 학회 임

원진이 직접 참관하였다. NHK는 1925년에 라디오방송을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 90세가 되었으며, NHK 방송기술연구소(STRL: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Laboratories)는 1930년에 출범하여 위성방송, HDTV 디지털 방송, 그리고 UHDTV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세계 방송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Super-Hi-Vision(SHV)에 대

한 연구개발과 상업화 노력은 마침내 2016년 시험방송을 거쳐 일본 토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정식방송을 추진하기로 함

으로써 이제 또 한번 방송 기술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이다. 올해는 특히 “Countdown to Ultimate TV!” 라는 부제를 걸고 Open

House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내년 예정된 8K Super-Hi-Vision(SHV)의 위성 시험방송에 대부분의 전시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분야의 준비사항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또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기술, 안경 없이 3D를 즐기는 방

송기술,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송기술 등 여러 기술개발 결과도 전시되었다. NHK의 다양한 방송관련 연구개발을 종합

적으로 조망하여 국내 기술발전 도모와 학회 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NHK Open House를 참관하고 이에 몇가지 정보를 방송공학회

회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이울러, 이번 NHK Open House 기술참관을 흔쾌히 지원해 주신 GS 홈쇼핑과, 전시회 참관을 도와주

신 NHK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I. 서 론

올해로 69회를 맞는 NHK Open House 행사는 매년 5월 말에 NHK가 일반국민 및 방송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청료를 재원

으로 운영되는 NHK의 방송기술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연례행사이다. 일반 공개 전시 시작 전날(5월 27일)은 초청된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그 이후 5월 31일까지 나머지 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 9명의 우리 학회 참관단은 NHK의 후지이

마히토(Fujii Mahito) 박사의 기술설명과 함께 5월 27일 Open House 행사의 전체적인 전시물을 둘러보았다. <그림 1> (a)는 NHK

기술연구소 입구에서의 우리 학회 참관단의 모습이다. 또한,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NHK Open House 2015에서도 일본의

ITE(The Institute of Image Information and Television Engineers, 일본 영상정보 및 텔레비전학회)의 주요 임원과 교류하는 회

의도 가졌다. 양국 방송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서 학회발전과 방송기술발전을 서로 돕고 확대하기 위하여 양국 학회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난 경험 그리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였다. <그림 1> (b)는 양 학회간 회의를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이다. 또한, 우리 학회 신용우 이사님의 주선으로 일본의 대표적 민영방송국의 하나인 후지 방송국의 Studio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그림 1> (c)는 후지 방송국 입구에서의 기념촬영이다. 여러가지 기술설명은 후지방송국 담당자로부터 일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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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으나, 이상길 회장님, 신용우 이사님, 그리고 삼성전자의 송학섭박사님의 통역과 부가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 행사 일자 및 장소: 2015년 5월 27일 ~ 5월 31일 (NHK 기술연구소)

- 주요 내용 (행사 홈페이지: http://www.nhk.or.jp/strl/open2015/en/)

•32개 전시물 (<표 1> 참조)

•4편의 기조연설 및 초청강연 (<표 2> 참조)

•8K Super-Hi-vision 시연 (http://www.nhk.or.jp/strl/open2015/en/theatre.html)

•9편의 포스터논문 발표 (http://www.nhk.or.jp/strl/open2015/en/poster.html)

<그림 1> 2015 NHK Open House 참관단

(a) NHK기술연구소 (좌로부터 존칭 생략 : 김재현, 심동규,

서광덕, 이상길, 정제창, 호요성, 신용우, 전병우, 김용한) 

(c) Fuji TV 방문 (좌로부터 존칭생략 : 송학섭, 심동규, 김용한, 서광덕, 전병우,

김재현, 정제창, 이상길, 신용우, 호요성)

(b) ITE 임원진과의 협력회의

(좌로부터 존칭생략 :  시미즈 나오키,

후지이 마히토, 호요성, 전병우,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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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2개 전시물 일람표

전시물 제목

1 8K Satellite Broadcasting Experiment (Towards test broadcasting in 2016)

2 8K Camera System (Easy production of 8K video)

3
U-SDI - Signal Interface for 8K/4K Video and 22.2 Mult ichannel Audio (Technology for transmitting large-volume

8K signals over a single cable)

4 8K Encoder and Decoder (For high-quality compressed transmission)

5 Advanced Conditional Access System (High-performance scrambler for MMT streaming)

6 Advanced Wide Band Satellite Transmission System (Large-capacity transmission system for 8K broadcasting)

7
New Closed Captioning and Character Superimposition (Closed-captioning system with diverse range of

expression)

8
Cable TV Transmission System for 8K Broadcasting (For retransmission of 8K sat ellite broadcasting via cable

TV networks)

9
Transmission Technologies for the Next Generation of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ing (Transmission experiment

in urban areas)

10 Advances on Hybridcast Services for 8K Displays (Interactive services for large ultra-high-definition screens)

11 MMT, New Media Transport Technology (For harmonization of 8K broadcasting and broadband)

12
Real-time Video Coding System with Super-resolution Reconstruction (For transmission of ultra-high-definition

video at low bit rates)

13 Program Contribution Technologies for Live Broadcasts of 8K (Making live broadcasting in 8K a reality)

14 8K Recorder with 120-Hz Frame Rate (For 8K program production at a 120-Hz frame rate)

15 High-density Holographic Memory (For archiving 8K content)

16
Longer Lifetime Technologies for OLED Displays (New device structure that is stable in air and advanced panel

driving technology)

17 Laser-backlit Wide-gamut LCD and Color Gamut Mapping (For production of wide-color-gamut 8K)

18 Full-specification 8K Projector (8K, 120-Hz, wide-color-gamut images on a large screen)

19
The New Media Player for MPEG-DASH,and Contents Delivery Technologies (For advanced video delivery

services)

20 Synchronization Technology for Broadcast Programs and Internet Content (Taking Hybridcast to the next level)

21 Bridging Broadcast and Internet Services (Providing new services using web-based technolo gies)

22
Advanced Program Viewing System Based on Cloud Computing Technologies (Providing access to broadcast

programming anywher e, anytime)

23 Integral Three-dimensional Television (Working towards a high-quality 3D TV)

24 Spatial Light Modulators Driven by Spin Transfer Switching (Technology for the future holographic 3D television)

25 22.2 Multi-channel Loudness Meter (Supporting sophisticated sound production for 8K programs )

26 Multi-viewpoint Robotic Cameras (Using multiple cameras to create three-dimensional video)

27
Video Bank to Enabl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mage Manipulation (Bringing metadata into the video

product ion system)

28 Bidirectional Digital FPU for Reliable High-speed Transmissions (Speeding up transmissions from the field)

29 Speech Recognition for Live Captioning Inarticulate Program Speech (Enhancing Closed Captioning)

30
Automatic Sign Language Animation System Using External Weather Data (Expanding our sign language

services)

31 Automatic Rewriting of News into Easy Japanese (Supporting the product ion of NEWSWEB EASY)

32 Smart Close-up System (Using simulated camera movements to create video from stationar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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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Open House 2015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시물은 8K 위성방송 시연이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참석자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많

이 받는 곳에 카메라-송신-수신에 이르는 전과정을 보여주는 8K 위성방송 시연이 자리잡았다. 이 만큼 방송기술 개발에서 이 분야가 현

재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이 2014년 이미 확정한 8K 방송 로드맵에 따르면 2016년에는 8K 위성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2018년에는 8K 상용방송을 개

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8K 프로그램 제작, 부호화, 다중화, 전송, 수신, 디스플레이 등 8K 방송에 필요한 일련의 기기들

을 모두 포함한 8K 위성 방송 전과정 시연이 가장 주목을 끌었다. <그림 2>는 이번 방송시연의 전체 구성도이다.

실시간 8K 위성 방송 시연은, 각 장치별로 별도의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상세하게 시연하였다. 아래 설명에서 괄호 내에 상세 전시 부

스 번호를 표기하였다. 각 NHK기술연구소에서 8K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전시 1-1), 기록 및 재생장치로부터 재생되는 영상,

토쿄내의 오다이바에서 8K 카메라와 마이크로 획득하여 광케이블로 전송받은 영상 등 세 가지 영상을 스위처(switcher)를 통해 선

택하여 U-SDI(Ultrahigh-definition Signal/Data Interface) (전시 1-2)를 통해 HEVC 영상부호화 장치와 MPEG-4 AAC 22.2채

<표 2> 기조연설 및 강연 

기조연설(Keynote Speech) 및 강연

NHK STRL R&D plan (FY 2015-2017) and 8K UHDTV end-to-end experiments via a broadcasting satellite 

(Toru Kuroda, Director of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Laboratories, NHK)

Next-Generation Broadcasting and Social Innovation

(Osamu Sudoh, Ph.D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Information Studies, University of

Tokyo, President, Next Generation Television & Broadcasting Promotion Forum)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8K Super Hi-Vision facilities in view of the test broadcasting in 2016

(Kohji Mitani, Head of Super Hi-Vision System Design & Development Division, Engineering Administration

Department, NHK)

Program Production in 8K Super Hi-Vision: Overview from the field

(Kohei Nakae, Deputy Director of 8K SHV Technical Production Development, Broadcast Engineering

Department, NHK)

기조
연설

1

기조
연설

2

강의
1

강의
2

<그림 2> 8K SHV 위성 방송 시연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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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오디오 부호화 장치(전시 1-3)로 입력한다. 압축된 비디오와 오디오는 MMT(MPEG Media Transport) 표준에 의해 다중화되고

이 때 자막(전시 1-6)이 삽입된다. 다중화된 스트림은 스크램블러(전시 1-4)에 의해 암호화되고 송신장치(전시 1-5)를 통해 16APSK

로 변조되어 광케이블에 의해 NHK 시부야 방송센터로 전송되어, BS 17번 채널로 위성방송된다. 이렇게 송신된 방송신호는 NHK기술

연구소에 설치된 45cm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 수신장치(전시 1-5)로 입력된다. 수신장치의 출력은 두 가지 시연에 활용되는데, 첫째

는 위성 수신이고, 둘째는 CATV 재송신 시연(전시 1-7)이다. CATV 재송신 시연의 경우, 위성 수신된 신호로부터 IP 패킷들을 추출하

여 CATV 송신장치로 입력하면 CATV의 IP 전송기능에 의해 CATV 수신장치로 전달된다. 위성 수신 시연의 경우, 디스크램블러를 거

쳐 암호화를 해제하고 MMT 역다중화 장치를 거쳐 HECV 비디오, MPEG-4 AAC 22.2ch 오디오, 자막 등을 분리한다. 비디오는

HEVC 복호장치에 의해, MPEG-4 AAC 22.2채널 복호장치(전시 1-3)에 의해 복호된 후, 비디오에 자막(전시 1-6)을 추가하여 8K

디스플레이와 스피커(전시 1-6)로 출력된다.

<표 1>은 이번에 전시된 32개의 전시품에 대한 정리이다. 본 고에서는 2015년 NHK방송기술연구소의 <표 1>의 32개 기술전시

내용을 크게 8K 수퍼 하이비전(SHV: Super Hi-Vision) 오디오, 비디오, 전송기술,  저장 및 디스플레이 장치, 방송통신융합기술, 고임

장감 방송기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인간친화 방송기술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II. 8K 수퍼 하이비전(SHV: Super Hi-Vision) 기술

1. 오디오•비디오기술

1.1 8K SHV 카메라 시스템 (전시 1-1)

실제 방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한 형태의 카메라 개발품을 실제 방송시연에 적용하여 보여주었다. 단일 칩에 의한 고감도 저

소음 dual-green 카메라를 시연하였는데, 이는 Full 해상도 카메라와 달리 녹색화소(G)의 경우 1/2, 적색(R) 및 청색(B) 화소의 경우 1/4

로 서브샘플링된 화소 격자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컬러 아티팩트(artifact)를 줄이고자 실시간 디모자이킹(demosaicing) 처리기를

개발하여 카메라 출력을 풀해상도 8K 비디오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4>는 dual-green 카메라와 디모자이킹 처리기를 보여준다.

1.2 8K 부호기 및 복호기 (전시 1-3)

MPEG-H HEVC/H.265 표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8K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부호화하는 장치와 복호화하는 장치를 시연하였다. 그

리고 22.2 채널을 지원하는 실시간 MPEG-4 AAC 오디오 부호화 장치와 복호화 장치도 같이 시연되었다. 실제 시연된 기술적 상세내

용은 다음과 같다.

(a) 8K 위성방송 시연장 전체 (b) 8K 위성방송 촬영 및 송신 시연 (c) 수신된 8K 위성방송 신호를 보여주는
TV 화면 (8K 카메라로 참관인들을 바로
찍어 위성방송을 한 후, 이를 수신한
것을 보여준 화면으로, 중앙에 이상길
회장과 호요성 부회장을 볼 수 있다.)

<그림 3> 8K 위성방송 전과정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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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 7,680x4,320@59.94P, 4:2:0, 10 비트, MPEG-H HEVC/H.265 Main 10 Profile@Level 6.1

▪오디오 :  Low-Complexity (LC) 오디오 오브젝트

▪다중화 : 2014년 12월 개정된 ARIB STD-B32 ver.3.1

<그림 5>는 8K 부호화/다중화/복호화 과정에 대한 블록도이며, <그림 6>은 전시된 실시간 비디오/오디오 부호기 및 다중화 장치이

다. 위쪽은 17개의 보드로 구성된 실시간 8K 비디오 부호기이고 아래쪽은 22.2 채널 오디오 부호기이며 가운데 부분은 입출력 및 다중

화 장치로 보였다. NHK는 향후 초당 120P 프레임을 지원하는 실시간 비디오 부호기를 개발하여 시험방송에 사용할 예정이며, 복호기

LSI 칩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그림 4> 8K 카메라와 고화질 디모자이킹(demosaicing) 처리기

<그림 5> 8K 부호화/다중화/복호화 과정에 대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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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시간 초고해상도 복원 영상 부호화 시스템(전시 5)

NHK는 기존 비디오 부호화 코덱에 비해 1/3 정도의 비트율만을 사용하는 초고해상도 복원형 영상 부호화 방식을 개발 중이다. 이 방

식에서는 입력되는 비디오의 해상도를 가로 및 세로로 각기 반으로 줄인 형태로 부호화하고 이를 국지적으로 복원하여 업샘플링한 후 그

차분치를 매우 효율적으로 부호화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그 차분치를 화소값 오차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부호

화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화면에 등장하는 패턴의 구조적 유사성을 활용하여 인간 시각적으로 최적화된 소량의 보조 정보를 생성

하여 추가로 전송하였다. <그림 7>은 이러한 방식에 대한 블록도이고, <그림 8>은 이 방식을 시연한 내용이다. 4K/12비트 원영상으

<그림 6> 8K 비디오/22.2채널 오디오 부호화 장치

<그림 7> 실시간 초고해상도 복원 영상 부호화 시스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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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얻은 2K급 저해상도 영상을 부호화하는데에는 약 15.5Mbps가 사용되었으며, 수신 측에서 초고해상도 복원 영상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조정보를 부호화하는데에는 약 0.5Mbps의 비트율만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연하였다.

1.4 8K/4K 비디오와 22.2채널 오디오를 위한 U-SDI 신호 인터페이스 (전시 1-2)

4K 또는 8K 비디오와 22.2 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프로그램 제작 기기 간에 단일 광케이블로 전송할 수 있는 광인터페이스인

U-SDI가 실제 시연되었다. U-SDI는 8K의 경우 약 144 Gbps에 이르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하는데, 과거에는 100개의 동

축 케이블을 사용하였던 것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또한 4K/8K 비디오 뿐만 아니라 비디오 신호의 보조 영역에 22 채널 오디오

신호를 매핑(mapping)하여 넣음으로써,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U-SDI는 2014년 3월

ARIB 표준 STD-B58로 제정되었고, 현재 SMPTE와 ITU-R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NHK는 향후 U-SDI에 타임코

드 기능을 추가하고 인터페이스 소자를 저가화하여 상용 방송에 대비할 예정이다. <그림 9>는 U-SDI 케이블과 기술적 스펙을 보

여준다.

<그림 8> 실시간 초고해상도 복원 영상 부호화 시스템 시연 내용

<그림 9> U-SDI 케이블과 그 기술적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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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새로운 자막 및 문자 표시 방식(전시 1-6)

W3C에서 제정한 TTML(Timed Text Markup Language) 1.0을 확장하여 8K SHV 용도의 자막과 문자 표시 방식을 개발하여

시연하였다. <그림 10>은 TTML로 부호화된 자막과 문자, 이미지 등의 정보를 수신기에서 화면에 오버레이하거나, API를 통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시하는 예를 보여준다.

1.6 차세대 제한수신 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전시 1-4)

ARIB 표준에 부합하는 128비트 블록 암호화 기반의 CAS를 시연하

였다. 이 CAS는 MMT 표준에 의거해 다중화된 8K SHV 압축 스트림

을 실시간으로 암호화할 수 있다. <그림 11>은 전시된 실시간 MMT 다

중화 장치와 그 출력을 실시간으로 암호화하는 스크램블러이다.

2. 8K 수퍼 하이비전(SHV: Super Hi-Vision) 전송기술

2.1 차세대 광대역 위성 전송 시스템 (전시 1-5)

16 APSK(Amplitude and Phase Shift Keying)와 LDPC를 사용

하여 12-GHz 밴드의 BS-17ch로 SHV 신호를 송수신하는 위성 전송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연하였다. 송신은 시부야에 있는 NHK 방송 센

터에서 시행되었고, 수신은 NHK기술연구소에서 45cm 파라볼라 안테

나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림 12>는 위성 전송 시스템의 블록도와 수신

스펙트럼 및 성상도(Constellation)를 보여준다. <그림 13>은 현재의
<그림 11> 8K SHV을 지원하는 실시간 MMT 다중화

장치 및 그 출력을 암호화하는 장치

<그림 10> 8K SHV용 자막 및 문자 표시 방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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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디지털방송 스펙트럼 대비 8K SHV 위성 디지털방송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 현재 시스템의 심볼 레이트(symbol rate)와 롤오

프 팩터(roll-off factor)가 각기 28.86 Mbaud 및 0.35인데 비해 8K SHV 위성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심볼 레이트와 롤오프 팩터는

각기 33.76 Mbaud 및 0.03이다.

2.2 차세대 디지털 8K 지상파방송 전송 기술

NHK는 8K SHV 지상파방송을 위한 차세대 디지털 지상파방송 전송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번 오픈하우스에서 현 개발상태에 대한

전시가 있었다. 구마모토 현 히토요시 시에서 시

행된 8K 전송 실험과 유사한 형태로 도시 지역

의 실시간 전송 실험을 선보였는데, NHK 기술

연구소에서 신호를 송출하여 8km 떨어져 있는

시부야의 NHK 방송센터에서 수신한 후 이를

광케이블을 통해 다시 NHK 기술연구소로 전송

받아 이중 편파(dual-polarized) MIMO 수신,

OFDM 복조, 비디오/오디오 복호 과정을 거쳐

디스플레이하였다. <그림 14>는 8K 지상파 전

송실험 시스템 블록도이다. 또 <그림 15>는 이

러한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수신된 영상을 전

<그림 13> 현재의 위성 디지털방송 대비 8K SHV 위성 디지털

방송의 스펙트럼

<그림 12> 8K SHV 위성 전송 시스템의 블록도와 수신

스펙트럼 및 성상도

<그림 14> 8K SHV 지상파 전송실험 시스템 블록도

<그림 15> 8K SHV 지상파 전송실험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수신된 영상 전시 현장

<그림 16> 8K SHV 지상파방송 전송실험에 사용된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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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 현장 사진이다. <그림 16>은 이 전송실험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요약한 것이다.

변조방식은 불균일(non-uniform) 4096QAM을 사용하였는데, 각 심볼의 오류율을 감안하여 심볼 간 거리를 재조정한 형태였다.

<그림 17>은 지상파 전송실험에 사용된 전송방식의 성상도를 기존의 균일 성상도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새로운 방식은 <그림 18>에

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방식 대비 약 1dB 성능 개선 효과가 있다. 

<그림 19>는 이러한 성능 개선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즉 하나의 심볼이 4개의 비트로 구성된다고 할 때, <그림 19> (a)

의 기존 균일 성상도에서는, 첫 번째 비트인 b0는 수평방향으로 한 곳에서만 잡음에 의해 오인될 수 있는 반면, 세 번째 비트인 b2는 수평

방향으로 두 곳에서 잡음에 의해 오인될 수 있으므로, 그 만큼 잡음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이로 인해 <그림 19> (a)의 좌측에 보인 반송

파 전력 대 잡음 전력비와 비트 오류율 그래프에

서 보면 b2의 오류율이 b0의 오류율 보다 훨씬 크

다. 반면 <그림 19> (b)의 불균일 성상도에서는

b0가 오인될 수 있는 곳의 성상 간격을 줄이고, b2

가 오인될 수 있는 두 곳의 성상 간격을 넓힘으로

써, <그림 19> (b)의 좌측의 그래프에서 보인 바

와 같이 반송파 전력 대 잡음 전력비의 전 영역에서

b0와 b2의 비트 오류율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림 20> 8K SHV 지상파방송 전송실험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수신

스펙트럼과 성상도

<그림 17> 8K 지상파 전송실험에 사용된 불균일 성상도 (균일

성상도 대비 시연)

<그림 18> 불균일 성상도의 성능 개선 효과(기존 균일 성성도

대비 약 1dB 개선)

<그림 19> 균일 및 불균일 성성도의 원리적 설명

(a) 균일 성성도의 경우 (종래기술) (b) 불균일 성성도의 경우 (제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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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은 실시간 전송실험 중인 신호로부터 측

정한 수신 스펙트럼과 수신 성상도를 수평 및 수직

편파에 대해 모두 보여 준다.

8K SHV 지상파방송 시스템은 기존의 ISTB-T와

유사하게 13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12개 세그먼트는 8K SHV 방송에 사용하고 나머지

1개 세그먼트는 HDTV급(현재 Hi-Vision, HV) 모

바일 방송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오픈

하우스에서는 2개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AVC/

H.264 압축방식에 의한 HV 모바일 수신 성능 시연

을 보였는데, 기존 ISDB-T가 시속 60km 정도의 이

동성을 보이는 반면, 새로운 시스템은 시속 100km

에서도 수신이 원활하게 됨을 시연하였다. <그림 21>

은 새로운 시스템의 이동성에 대한 시연 장면인데,

실시간 시연은 아니고, 실험 결과를 비디오로 녹화하여 시연한 것이다. 두 개의 수신 안테나를 사용하는 MIMO 수신을 통해 더 수신 강

도가 큰 신호로부터 영상을 복원한 결과 시속 100km에서도 잘 수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8K SHV 지상파방송 전송기술의 개발 상태는 반경 24km까지의 송수신 실험에 성공한 상태에 있다고 하며, 향후 MIMO 수신

성능 개선을 통해 수신 반경을 늘려야(반경 50~100km) 상용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2.3 8K SHV 케이블TV 재전송 시스템 (전시 1-7)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8K SHV 신호를 복조하여 MMT와 TLV(Type Length Value) 방식으로 다중화된 IP 패킷 스트림을 추출하여

케이블TV의 3개 채널로 재전송하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연하였다. 케이블TV의 2개 채널은 256QAM을, 1개 채널은 64QAM을

사용하여 SHV 신호를 재변조하여 전송하였다. <그림 22>는 케이블TV 재전송 시스템의 개념도와 시연 장면이다.

2.4 Program Contribution Technologies for Live Broadcasting of 8K 

본 전시는 8K 실시간 방송을 위한 전송 기술 장비를 보여주었다. 특히, millimeter-wave band와 wired gigabit-class 전송 기술

<그림 22> 8K SHV 케이블TV 재전송 시스템 개념도 및 시연 장면

<그림 21> 8K SHV 지상파방송 방식에 의한 이동 수신 성능 시연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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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두 가지 형태의 FPU(Field Pick-up Unit)을 전시하였다. 본 전시의 특징은 비압축 8K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millimeter-

wave band FPU 장비를 전시하였으며, 본 기술을 통하여 120 GHz의 밴드에 저지연, uncompressed 8K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다

고 한다. 우천시 250m 범위, 맑은 날 1Km 범위 안에서 전송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압축 8K 신호의 경우는

5km~40km의 전송범위를 가지는 FPU를 전시하였다. 이것은 42 GHz 대역에 109 MHz 혹은 54 MHz 밴드폭을 가진 OFDM 기술

을 사용하여 전송률을 향상시켰다. 또한, 100 Gigabit Ethernet을 사용하여 8K 비압축 비디오를 광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하는 시스템

을 전시하였다. 이러한 전송 기술은 8K 비디오 제작 및 편집에 필수적인 것으로, 실시간 방송시 핵심 장비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디스플레이 및 저장 장치

3.1 Longer Lifetime Technologies for OLED Displays

본 전시는 8K Super Hi-Vision을 위하여, 크고, 얇으며, 가벼운 시트형태의 비디오 출력장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필름과 이를 구

동하기 위한 회로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기반 비디오 출력장치는 실내 공기의 산소 및 습도

<그림 23> Overview of 8K program contribution transmission

<그림 24> 실제 시연 현장

Overview of 8K program contribution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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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 시간이 지나면, 화질이 나빠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기술은 Inverted OLED라는 기술을 통하여,

더 긴 lifetime을 갖는 필름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영상출력 장치를 전시하였다. 또한, OLED의 motion blur문제를 완화하고

급격한 밝기값의 변화를 완만하게 만드는 구동 회로를 개발하였다. 본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flexible 비디오 출력 장치의 상용화를 앞

당길 것으로 사료된다.

3.2 4K/8K UHD를 위한 Laser-backlit Wide-gamut LCD 와 Color Gamut 매핑

본 전시에서는 4K/8K UHD TV를 위한 wide-gamut colorimetry를 지원하는 laser-backlit LCD 장비와 wide color gamut 비

디오를 기존의 HDTV의 color gamut으로 실시간 변환하는 장비를 전시하였다. 전시된 laser-backlit LCD는 R/G/B의 레이져 다이

오드를 백라잇팅 광원으로 사용하여, XY 색도의 98%를 커버하는 컬러 재현성능을 얻었다. 또한, wide color gamut 비디오를 hue의

<그림 26> High-quality gamut mapping

<그림 25> OLED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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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주관적으로 최소가 되도록 이를 실시간 매핑하여 2K HD 비디오로 변환하는 장비를 전시하였다. 현재, wide color gamut을

위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장치 개발에 세계적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으며, 백라잇팅 LCD 방식도 미래 상용 제품의 후보로 볼 수 있다.

또한, wide color gamut을 BT.709로 변화하고, 또 반대로, BT.709 비디오를 BT.2020과 같은 wide color gamut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Full-specification 8K Projector (전시 11)

본 전시물은 8K (7,680X4,320) SHV 영상을 450인치 급의 대형 스크린에 사상하여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터이다. 특히, 지름이

1.3인치인 3300만 화소급의 LCD 레이저 광선 소스 장치는 120 Hz의 화면율을 재현할 수 있고, 광선 소스로는 Red, Green, Blue

레이저 다이오드가 사용되었다. 단선 케이블을 통해 8K 비디오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optical interface (ARIB STD-B58)가 장착되

어 있고, 이 interface를 통해 대략 144Gbps 속도로 8K 비디오 신호를 프로젝터로 입력시킬 수 있다. 이 프로젝터의 개발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8K 해상도 동영상을 수백 인치 이상의 대형 스크린에 옮겨서 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화면율이 120 Hz로

늘면서 스포츠 경기 등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모션블러 현상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4 8K SHV 카메라 신호의 메모리 저장 장치

본 전시물은 8K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비디

오 신호를 고속 메모리에 저장하고 다시 재생하

는 장치로써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이 장치

는 특히 고비트율 신호 저장을 위하여 병렬적으

로 메모리에 기록하는 방법 및 고속 메모리 패

키지를 설계하였는데, 실제 방송에서 초고화질

고 프레임율 비디오 저장에 필수적인 장비로 파

악된다.

주요특징

• 120 Hz 프레임율 (짝수-홀수 영상을 병렬

적으로 처리하여, 처리 속도를 두 배로 향상)

• 압축률: 1/6 압축비 (화질은 거의 유지)

<그림 27> 8K 프로젝터의 전체 기술 사양

<그림 28> 8K SHV 카메라 신호의 메모리 저장 장치 시연

Full-specification 8K 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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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High-density Holographic 메모리 저장장치

본 전시는 8K Super Hi-Vision 프로그램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고밀도 holography 기반 메모리에 관한 것이다. 본 기술은

Hologram 저장 매체가 엄청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특징을 이용하여, Hologram 저장 매체에 입사 빔의 각도를 조정하여 8K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본 장치는 현재 데이터 복원율 (혹은 에러율)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방송통신 융합기술

1. 8K 디스플레이를 위한 하이브리드캐스트(Hybridcast) (전시 3)

NHK는 8K 디스플레이가 초고해상도임을 감안하여, 방송망을 통해 획득되는 8K 비디오와 광대역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는

각종 대화형 데이터를 한 화면에 HTML5에 의해 레이아웃되는 형태로 보여주고 이를 스마트폰이나 패드 기기에 의해 대화형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캐스트를 2016년 8K 시험방송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으며, 이번 오픈하우스에서 그 결과를 전시하

<그림 29> Holographic 메모리 개념도

<그림 30> 8K 하이브리드캐스트의 개념도

Principle of holographic memory
using two-dimensional angle multipl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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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림 30>은 이러한 하이브리드캐스트의 개념도이다.

2. MMT, 새로운 미디어 전달 기술 (전시 4)

MMT는 MPEG-2 TS를 대체하기 위해 MPEG에서 2014년

표준화를 완료한 차세대 미디어 전달 표준이다. NHK는 MMT 표

준화과정의 주 제안사 중 하나로서, 8K SVH에 MMT를 적용하

였다. MMT는 IP 친화적인 표준으로서 방송망과 광대역 인터넷

을 함께 사용한 융합형 서비스에 매우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다.

MMT는 월클록(wall-clock)을 AV 동기화용으로 사용하기 때문

에 방송망이나 다른 여러 가지 통신망을 통해 획득된 비디오나 정

보들을 서로 동기화하여 여러 스크린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쉽게

가능하다. 이번 오픈하우스에서는 MMT의 이러한 IP 친화적인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전시하였다. <그림 31>은 방송망을 통해 8K 비디오를 수신하면서, 케이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카메

라로 촬영한 다른 각도의 화면을 수신하여 PIP(Picture-In-Picture) 형태로 보여주는 시연 내용이다. PIP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능은

MMT 표준의 내용은 아니지만, ARIB 표준에서 MMT를 확장(자체 정의 서술자 추가)하여 가능하게 한 내용이다. 또 <그림 32>는 MMT

의 시그널링 정보를 수시로 변경하여 방송망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으로 대체하여 보여주는 기능에 대한 개

<그림 31> 8K SHV 방송 화면에 케이블 인터넷으로 수신한

다른 각도의 비디오를 PIP로 보여주는 MMT의 방송통신 융

합형 기능 시연

<그림 32> MMT에 의해 방송 수신 콘텐츠를 브로드밴드 수

신 콘텐츠로 대체 시청하는 기능 개념도

<그림 33> MMT의 방송통신 융합 기능에 의한 시청자 타켓

형 방송 시연 장면

<그림 34> 타겟형 콘텐츠 가용 시점 전후의 MMT 시그널링

정보(상단은 전, 하단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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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도이고, <그림 33>은 이를 시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능은 시청연령대별 콘텐츠를 수신기의 설정에 의해 자동으로 대체하여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에 활용된다. 이러한 시청자 타겟형 방송이 가능한 것은 <그림 34>에 보인 것과 같이, MMT 시그널링 정보에 평소에는 정

규 방송되는 비디오와 오디오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만 전달되고, 타켓형 브로드밴드 콘텐츠가 제공될 때는 브로드밴드 통신망을 통해 획득

될 수 있는 또 다른 비디오와 오디오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MMT 시그널링 정보 변경 시

점은 타켓형 브로드밴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 직전에 시행된다. 수신기의 설정이 특정 연령대로 미리 지정되어 있으면, MMT 시

그널링 정보 중 <그림 34>에 나오는 “asset_group_descriptor”의 “selection_level”값을 참조하여 해당 연령대의 콘텐츠를 디스플

레이하도록 한다. 콘텐츠의 타임스탬프(timestamp)는 월클록을 사용하므로, 정확한 시점에서 콘텐츠 절체가 이루어진다.

3. New Media Player for MPEG-DASH and Contents Delivery Technologies (전시 12)

본 전시에서는 다양한 TV와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MPEG-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재생기를 전시하였다. 특히, 하이브리드캐스트(Hybridcast) 방식 기반의  VOD 서비스를 위한 데

모 시스템을 전시하였다. 하이브리드캐스트는 새로운 VOD 표준인  IPTVFJ STD-0013 버전 2.0의 MPEG-DASH IPTVFJ 프로파

일을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하이브리드캐스트를 통해서 방송과 인터넷 비디오 전송 서비스 간에 융합적 서비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

다. 하이브리드캐스트에 의해 사용자 선호도 기반의 비디오 추천 서비스, TV와 모바일 단말 간의 연결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캡션 서비

스가 가능하다. 전시된 MPEG-DASH 재생기는 하이브리드 TV 뿐만 아니라 PC 상의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단말에 장착되어 구동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의 안정된 비디오 전송을 위하여 수신측에서 수신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전시되었다. 

4. Synchronization Technology for Broadcast Programs and Internet Content (전시 13)

본 전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된 콘텐츠와 방송 프로그램 사이에 시간적 동기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전시하였다. 특히, 다

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필요한 시간적 동기화를 가능하게 했다. 첫째, TV와 모바일 단말에 표현되는 비디오 간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방

송 프로그램은 지상파를 통해서 비디오가 전송되고 모바일 단말로는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가 스트리밍된다. 방송 신호로부터 제공된 기

준 클럭(reference clock) 데이터 정보를 모바일 단말로 전송하여 스트리밍 비디오가 방송 비디오에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

<그림 35> MPEG-DASH 재생기의 활용으로 가능한 다양한 비디오 서비스 개념도

Various video services enabled by the new media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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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방송 프로그램과 실시간 데이터 간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스포츠 방송 도중에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단말로 전송된

다. 방송 기준 클럭에 해당하는 UTC(Coordinated Universal Time) 정보를 단말에 제공함으로써 수신된 데이터 정보가 TV 화면 상

에서 비디오와 동기화를 유지하면서 표시될 수 있다. NHK에서는 현재 수준의 동기화 기술을 보다 더 정교하고 은닉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술로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 Bridging Broadcast and Internet Services (전시 14)

본 전시에서는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전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방송 스테이션이

보유한 대용량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 간 해석이 용이한 LOD(Linked Open Data) 포맷으로 콘텐츠에 관련된 정보

를 기술한다. 또한, Hybridcast Technical Specification ver 2.0을 활용하여 방송국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즐길 수 있

는 응용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단말 장치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가

능하고, 제공받는 메뉴도 단말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된 방식의 메뉴를 통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6>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콘텐츠간 시간적 동기화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념도

<그림 37> 인터넷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방송 컨텐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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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dvanced Program Viewing System Based on Cloud Computing Technologies (전시 15)

본 전시에서는 과거에 서비스되어 아카이브에 저장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VOD 서비스를 위한 뷰잉(viewing) 시스템을 전시하였다. 이 뷰잉 시스템에는 과거에 서비스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선호 기

반의 효율적인 검색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소비자가 시청하는 순간의 컨텐트와 관련된 키워드 테그

(tag)를 활용하여 다양한 선택적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제시해줄 수 있다. 또한, 뷰잉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하고 소비

자가 사용하는 단말 장치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의 비디오와 오디오 재생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를 위해 소비자가 갖춰야

할 단말 장치의 성능이 고성능일 필요 없이 기본적인 뷰잉이 가능한 기능만을 갖춘 저렴한 단말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NHK에서는

현재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뷰어(viewer)가 동시에 접속하여도 문제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고속의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IV. 고임장감 방송 기술

1. 통합형 3차원 TV (Integral Three-dimensional Television)

NHK 기술연구소에서는 미래 방송 기술의 하나인 통합형 3DTV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형 3DTV

란 안경과 같은 도구 없이 3차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로써 객체의 촬영 및 디스플레이 과정에 아주 작은 렌즈군(micro lens

arrays)을 사용하여 3차원 영상을 구성한다. 이번에 전시된 통합형 3차원 영상 재현 장치는 작년에 전시한 내용과 비슷했는데, 재현되

는 영상의 크기와 품질이 작년보다 약간 개선된 것 같았다. 이번 전시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중 카메라를 이용한 통합형 3차원 영상획득 장치 : 3차원 영상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 카메라를 이용한 통합형 3차원 영상

획득 장치를 개발했다. 카메라와 마이크로 렌즈의 수를 증가시켜 약 10만개의 화소를 갖는 통합형 3차원 영상을 획득했다.

•다중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한 통합형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 : 고품질의 3차원 영상을 얻기 위하여, 다중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

용한 화소의 수를 증가시키는 기술을 연구했다. 고품질의 3차원 디스플레이를 위해 약 10만 개의 화소를 갖는 통합형 3차원 디스

플레이 장치를 개발했다.

<그림 38> 프로그램 선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뷰잉 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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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핀 전달 스위칭으로 구동되는 공간 광변조기 

NHK 기술연구소에서는 빛의 진폭과 위상 등 빛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작은 광학 요소를 2차원 배열로 구성한 장치인 공간광 변조

기를 초고밀도로 개발하여 대량의 화소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홀로그래픽 3DTV에 적용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최

근에는 스핀 전달 스위칭으로 구동되는 공간광 변조기를 개발했으며, 각 화소마다 트랜지스터와 같은 스위칭 소자를 할당하여 선택된 화

소를 개별적으로 구동시키는 동적 매트릭스 구동 방법을 사용하여 구동 전류가 약한 환경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좁

은 화소 간격의 초고해상도 공간광 변조기를 개발하기 위해 나노 단위의 제조 공정을 구축하고 광변조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한

다. 이번 전시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좁은 화소 간격에 적용된 공간광 변조기 : 다양한 각도에서 홀로그래픽 3D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좁은

화소 간격을 고려한 초고밀도 공간광 변조기가 필요하다. 스핀 전달 스위칭에 의해 구동되는 공간광 변조기의 밀도를 증가시켜 화

소 간격을 60%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약한 구동 전류로 동작하는 광변조소자 : 각각의 광변조 소자를 하나의 화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2장의

자기층 사이에 위치한 절연층의 전기저항을 자기층의 상대 각도에 따라 변화시키는 현상을 응용한 터널링 자기저항 효과를 기반으

<그림 39> 통합형 3차원 TV의 원리

<그림 40> 공간광 변조기를 이용하는 홀로그래픽 3차원 영상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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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데, 이는 기존의 방법보다 약한 전류에서 작동할 수 있다. 이 장치는 광변조 소자의 자기화 방향이 각 화소를 통해 흐르는 전

류의 방향에 의해 제어되는 현상인 스핀 전달 자화 반전에 의해 작동한다.

3. 다시점 로봇 카메라 (Multi-viewpoint Robotic Cameras) 

NHK 기술연구소에서는 더 넓고 다양한 시점의 영

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움

직이는 물체를 다양한 시점에서 촬영하는 방법을 연구

했다. 특히,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 중에서 움직임이 가장 정확하게 찍힌 영

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NHK

에서는 다시점 영상의 품질을 개선하여 이 시스템을

다가오는 2020년 토쿄 올림픽에 사용할 계획이다.

NHK에서는 기존의 카메라 시스템에 적은 수의 케이

블을 사용하는 작은 크기의 카메라 몇 대를 추가하여

개선된 자동형 기계 장치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이 카

메라 시스템은 이전의 카메라 시스템과 비교하여 더

나은 품질의 영상과 더 빠른 처리속도를 보여, 스포츠

분야의 제작자와 해설자는 이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 중에서 선수들의 움직임

이 가장 잘 나온 장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다시점 영상으로부터 통합형 3차원 TV에 사

용되는 통합형 3차원 영상(integral 3D images)을

생성할 수 있다. 비디오 통합 생성 과정에서는 카메라

움직임, 밝기, 대상지역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번에 제안된 시스템은 보다 자연스러운 비디오의 밝기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

기 위해 센서 카메라에서 얻은 데이터를 직접 사용한다.

V.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인간친화 방송기술

1. 22.2 8K 프로그램에서 정교한 소리의 제작을 지원하는 다중채널 음향레벨 계측기 

NHK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22.2 다중채널 계측기는 8K 수퍼 하이비전의 제작과 방송 사이에 소리 레벨을 측정한다. 이것은 입체

음향과 5.1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계측기와 호환된다. 앞으로 NHK에서는 ARIB(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와 ITU-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 Sector)과 같은 표준화기관을 통하

여 8K 호환 음향 계측기의 구현과 관련되는 표준을 다룰 계획이다. 이번 전시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리의 객관적인 측정 : 소리는 오디오 신호가 인간의 귀에 얼마나 크게 들리는 가에 대한 주관적 인지이다. 음향 계측기는 사람의

귀가 가지는 특성에 기초하여 오디오 신호를 필터링하고, 각각의 채널 방향에 맞는 가중치를 둠으로써 프로그램의 음향 값을 계산

한다. 이제 방송사들은 모든 프로그램들에 걸쳐 소리 값을 정규화하기 위해 음향 계측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음향 계측기와의 호환성 : 음향계측기 제조사들은 오디오 채널을 모두 수평적으로 배치하는 입체음향 장치와 5.1 서라운드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했다. NHK 기술연구소에서는 기존의 음향 계측기에 8K 프로그래밍에서도 다중채널 오디오

의 음향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하위 계층에 위치한 채널에 사용된 가중치 계수를 더했다. 계속되는 개발을 통해, 입체음향과 5.1

<그림 41> 다시점 로봇 카메라 개념도

<그림 42> 다시점 로봇 카메라를 이용한 스포츠 방송 응용

(b) 16대 다시점 카메라로 찍은 비디오(a) 16대 다시점 카메라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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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운드 시스템만큼 정확하게 22.2 다중채널 오디오의 음향 값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 효율적으로 영상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비디오 뱅크 

NHK 기술연구소에서는 이미지 검색과 생성에 관하여 프로그램 생산성을 더 높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메타데이터

(metadata)라고 불리는 비디오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수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비디오 뱅크 시스템은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비디오의 한 부분에 붙이기 위해 밝기 감지 센서와 비디오 분석 기술을 사용한다. 앞으로 NHK에서는 기초적인 요소

<그림 43> 8K 음향레벨 계측기의 개발

<그림 44> 비디오 뱅크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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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계속 개선하여 제안된 시스템을 만드는 팀과 함께 시험 버전을 생산하고 다목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의견

을 반영하려고 한다. 이 전시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비디오 생성에 도움되는 정보 자동 생성 : 이번에 제안된 시스템은 비디오 자료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영상 특징이나 영상의 제목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이미지 검색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분석과 밝기 감지 센서를 사용하

여 비디오 생성에 필수적인 복잡한 카메라 움직임과 밝기 데이터와 같은 좀 더 기술적인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복잡한 비디오 구성 가능 : 비디오 통합 생성 과정은 카메라 움직임, 밝기, 대상지역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번에 제안된 시스템

은 보다 자연스러운 비디오의 밝기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센서 카메라에서 얻은 데이터를 직접 사용한다.

3. Bidirectional Digital FPU for Reliable High-speed Transmissions (전시 21)

FPU(Field Pick-up Unit)는 라이브 영상이나 녹음물을 중계현장 또는 거리가 떨어진 현장에서 전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전송

시스템이다. Relay 사이트에서 방송국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보내는 용도인 FPU(Field Pickup Unit)의 개선된 개발물이 <그림 45>와

같이 전시되었다. 종래의 FPU는 wireless link로써 simplex communication이었지만, 이를 duplex communication이 가능토록

개발하여 파일기반 비디오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게 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양방향 FPU전송시스템은 수신상태를 모니터링 한 뒤 자동

적으로 연결상황에 맞는 변조방식을 선택함으로서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현장 중계 직원은 양방향 자

동변조방식 변환에 따른 셋팅 및 데이터 전송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데이터 재전송이나 효율적인 에러정정도 가능한 기술로 개발하였다. 

4. 인간친화방송을 위한 라이브 자막생성용 음성안식기술 (전시 22) 

NHK에서는 청각기능이 원활하지 않은(hearing-impaired) 사람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음성인식

기반의 실시간 자막(caption) 기술을 연구해 왔다. 특히 생방송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는 음성인식시스템의 기술

진보를 선보였다. 배경음악이나 노이즈가 있을시 잘 생성하지 못했던 기존의 자막 자동 생성기술의  문제점을 인식데이터베이스를 확충

함으로써 개선하였다. 또한 진행자의 부정확한 발음이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발음한 경우에 이를 사전에 학습시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인식하여 자막을 표출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효율적인 실시간 자막생성을 위한 고성능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필요없게 하여 지역 방송국에서도 쉽게 실시간 캡션 제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46>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사용중인 실시간 캡션 생성 시스템은 음성 인식으로 먼저 캡션을 수행하고, 캡션 중 발생하는 오류

는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의하여 수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발중인 기술은 대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음성인식 오류는 시스템에 의하여 자

<그림 45> Bidirectional Digital FPU

Application of bidirectional digital F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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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수정되도록 하여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필요 없도록 한다. NHK에서는 음성 인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

로 수행할 계획이다.

5. 외부 기상데이터를 사용한 Sign Language 자동 애니메이션 기술 (전시 23)

이 연구팀은 기상청에서 제

공해주는 XML형태의 기상코

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수화

표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

고 이를 자동으로 수화 애니메

이션 시청자 서비스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하였다.

향후 온라인에서 시험 서비스

를 개시할 계획을 가지고  시스

템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 46> 라이브 자막생성용 음성인식기술

<그림 47> 음성인식 기술 과정

<그림 48> Sign Language 자동 애니메이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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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utomatic Rewriting of News into Easy Japanese (전시 24)

<그림 49>는  NHK에서 운영중인 “Newsweb Easy” 사이트를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사이트이다.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

나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이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인데 뉴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일본어

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인 셈이다. 이런 일을 수동으로 처리한다면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시

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일의 능률을 배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원래의 뉴스 스크립트로

부터 Rewriting하는 기술을 통계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여 훨씬 쉬운 문장과 단어를 치환하여 많은 이들이 뉴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7. 스마트 클로즈업 시스템 (전시 25)

<그림 50>의 스마트 클로즈업 시스템은 방송 제작시 사용하는 panning sideway, tilting up/down, zooming in/out, rolling 등

<그림 50> 스마트 클로즈업 시스템 개념도

<그림 49> 쉬운 일어로 자동 뉴스 생성하는 장치

Automatic rewriting of news into easy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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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카메라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이며, 또한 메모리 기능을 사용해 복잡한 카메라장면 생성도 가능하도록 만든 기

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고화질의 사진 한 장 데이터(8,192 * 8,192 pixel)로부터 HD급의 동영상(zoom in images 1,920 *

1,080 pixels)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입력 영상에 Shadowing 혹은 pixelating 효과를 줄 수도 있으며 이런 기능은 PD에게 paper

document의 단순한 클로즈업 shooting 이상의 창의력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NHK Open House 2015에 전시된 주요 기술들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방송 기술

의 기본 원리부터 실용화까지 각 요소별로 매우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년 시험방

송을 앞두고, 올해 SHV 위성방송의 전과정을 시연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매년 본 행사에 참관해 보면 일본의 방송부분 중장기 계

획과 SHV 로드맵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과 매년 조금씩이지만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어, 본 행사에 참관한 당 학회 임원진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본 행사의 참관을 지원해주신 GS 홈쇼핑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명하며, 비록 지면상 심층적 분석과 기술소개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

고 지식의 한계로 지면에 서술한 내용에 오류도 많을 것으로 걱정이 되지만, 본 고가 NHK의 방송기술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방송계

의 향후 방향을 점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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