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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NTT-Tx (사)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 TechnoCross의 약자를 의미함)가 최근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HDR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여 일본방송사와

유관 기업에서의 HDR 준비 상황과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시연 체험과 기술개발 상황 파악을

위해, 한국방송 .미디어공학회의 호요성, 김용한, 전병우, 김병선, 신용우를 포함한 6명의 방문단은

2018년 5월 24일, 일본 요코하마에 소재한 NTT-Tx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일본은 올해 12월 1일에 4K/8K 방송을 위성(BS, CS)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NHK는 1개의 8K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9개의 다른 방송사들은 7개의 4K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

다. 이를 위하여 도시바는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4K 튜너가 내장된 위성방송 셋탑박스를 출시한

바 있다. 올해 제작되는 UHD 프로그램들의 HDR(High Dynamic Range) 기능 수용은

HLG(Hybrid Log Gamma) 방식을 적용한 HEVC 10 비트만 제공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2020년에는 4K/8K 방송이 폭넓게 제공될 시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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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방송 현황과 HDR 제작 사례

신 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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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NTT-Tx사에서의 HDR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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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일본의 UHD 프로그램 송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은 2014년에 CS(124/128)를 통한 위성방송과 케이블,

그리고 IPTV 방식 서비스로 4K 시험방송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8월, BS에서 4K 송출과 8K 시험방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서의 UHD(4K/8K) 서비스는 여전히 연구 중에 있다. 또한, 일본의 정책 당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K/8K를

시청할 수 없는 2K 시청자들을 위해서 동시 방송을 강제하고 있다.

일본의 8K UHD 프로그램 제작은 NHK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4K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8K로 Up Conversion되어 제작되

기도 하지만 아직 NHK 방송국이나 관련 시설에서만 8K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고 일반 시청자들은 집에서 시청할 수 없는 단계

이다. <그림 3>은 일본 NHK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UHD 방송프로그램 안내이다.

<그림 2> 일본의 UHD 현황과 계획

<그림 3> NHK의 4K/ 8K UHD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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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SKY Perfect TV위성에서는 4K 컨텐츠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방송되고 있다. 

이외에도 NTT Plala가 운영하는 IPTV(“히카리TV”라고 함)는 현재 가입자가 약 3백만명이고 약 1,100개 이상의 4K VOD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II. HDR 서비스를 위한 NTT-Tx (사)의
기술사례

한편, UHD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와 함께 HDR 서비스도

일본에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다. HDR은 2016년 7월 ITU-R

BT2100-0에서 제작과 국제 프로그램 교환에 사용될 High

Dynamic Range TV를 위한 영상 파라미터 셋팅값으로 정

의했다. 이를 가장 간단히 요약하면 <그림 5>와  같으며, 기

본적으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영상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주어진 컬러공간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최대 공간크

기를 의미하는 Color Gamut 관점에서 보면, UHD의

BT2020 Color Gamut은 <그림 6>과 같이 전통적으로

SDR에서 사용했던 BT709보다도 훨씬 넓어진 Color

Gamut을 나타낸다.

또한, 피사체의 실제밝기(Scene Luminance)에 해당하

는 카메라가 측정한 실제 비디오 신호값과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는 특성곡선이 <그림 7>에, SDR과 HDR 각각에 대하

여 비교되어 있다. 

<그림 4> SKY Perfect TV(위성 방송)

<그림 5> HDR 간단 개념도

<그림 6> BT2020 UHD 컬러 Gam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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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2100에서 정의된 스펙은 <그림 8>과 같이 정의되는데 일본에서도 방송사는 주로 HLG를 사용한다. 참고로, 영화에서는

컬러 그레이딩에 적합한 PQ Tone Curve를 사용한다. 

일본의 방송 현업에서 카메라를 통해 곧바로 HDR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9> 및 <그림 10>의 2가지 방법을 사

용하는데 <그림 9>는 Camera가 획득한 원시데이터(Raw data)로부터 HDR 영상을 얻는 것으로서, 영상소스를 Camera

raw(Scene Linear)로 선택 한 후 원하는 HDR 타입을 적용하고 색보정(Color Correction)을 한다. 마지막으로 파일 생성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리얼타임 재생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림 7> SDR/ HDR Curve 비교 <그림 8> BT2100의 주요 정의 내용

<그림 9> Camera Raw로부터 HDR 획득 방법(메타데이터 생성)

<그림 10> S-Log3로부터 HDR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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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S-log3로부터 획득하는 것으로서 소니카메라의 SDI 신호로부터 나오는 S-log3 신호를 서버에 입력하고 <그림 9>

의 소스선택 창에서 S-log3를 선택 후에 원하는 HDR을 적용하고, Color Correction을 한 후에 파일 생성을 위한 메타데이터

를 생성하거나 리얼타임 재생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비디오 파일로부터 Color Correction과 HDR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HDR10으로 리마스터링 하거나

XAVC 파일을 실시간으로 HEVC 파일로 변환 할 수 있다. 이 서버는 NTT-Tx에서 개발한 viaPlatz 제품이었다.

III. 맺음말

일본에서의 UHD HDR 제작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에 Fuji TV가 4K HDR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실험을

했으며 SKY Perfect TV와 NTT Plala IPTV가 4K/HDR을 현재 서비스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올해 12월 4K/HDR과

8K/HDR을 서비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HDR은 HEVC 10bit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지상파 TV에서의

HDR 제작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계획이 없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광범위하게 HDR 관련 기술을 방송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방송사 및 관련 산업계나 학계에서도 최근 부쩍 증가된

HDR 콘텐츠 제작 및 유관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림 11> NTT-Tx(사)의 viaPlatz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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