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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송서비스환경과콘텐츠제작환경은첨단기술의적용과다양한서비스제공을위해점차서버와네트워크기반의복잡한장비

구성으로변화하고있다. 방송환경의발전에의해방송장비시장도빠르게팽창하고있다. 그러나국산방송장비산업은 단품위주

의 개발과판매로인해수요처의요구충족과 시장경쟁력에서한계를보이고 있는실정이다. 본 연구는 방송시스템을 방송기술인,

학계, 산업계전문가들의의견을모아방송서비스와방송프로세스및제작기능별시스템을트리구조로분류하고국산장비의사용실

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해 방송시스템 트리 구성에서 2개 이상의 국산장비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국산

장비 연결형 융합시스템 모델을 발굴하고 국산화 추진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Key Words : 국산방송장비, domestic production ; broadcasting equipment ; package model ; 장비 연결형 융합시스템

ABSTRACT

The broadcast service environment is changed to the complicated equipment configuration of the server and network-based 
for the advanced technology application and various service providings. The broadcasting market is growing rapidly by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environment. But as to the domestic production broadcasting equipment industry, the satisfaction 
of request of the consumer and market competitive power is showing the limi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ingle focused 
on goods and sale. This research gathered the opinion of the broadcasting technology experts and investigated the reality 
of usage of the domestic device in the broadcasting system. And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result we discovers the hybrid 
system model that synergy can come out in which the domestic device more than 2 combines out and there is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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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7년 5월 31일 정부는 지상파방송의 UHDTV 방송을

허가함으로써국내방송환경은케이블TV, 위성TV, IPTV를

비롯하여지상파TV까지모든방송매체가 UHDTV방송상

용화 시대를 열어가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동안

국내방송장비산업은 2000년디지털전환시작을새로운도

약의기회로삼아전환점을모색하고국산장비의개발과세

계시장진출에많은노력을기해왔다. 그러나제조업체의영

세성과 기술개발인력 부족및 방송사의구매 회피등의 이

유로 신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에 외국의 유명 기

업들은제품군계열화와솔루션의다양한모델라인업을통

해 중소업체의 시계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방송 서비스 환경은 지상파방송과 위성TV, 케이블TV,

IPTV 등다양한매체를통하여이용자를대상으로UHDTV

방송등폭넓은뉴미디어서비스가실시되고있고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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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내부의방송콘텐츠제작과송출시스템도빠르게진화

하고있는디지털기술과시청자의다양한서비스요구에부

응하여점차단순한제품연결형시스템에서진화하여토털

솔루션개념의상호기술연결형이면서서버와네트워크기

반의복잡한시스템구성으로변화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 국내 방송장비 산업은 주로 단품 위주의 제품 개발과

판매에의존하고있고, 낮은신뢰도와인지도로인해방송사

와이용자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새로운시장진입시

도와뚜렷한시장확보전략을갖추지못하고있어세계시장

경쟁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디지털통신 환경과 방송기술 환경은 세계의 많은

나라가부러워할정도로매우빠르게변화하고다양한서비

스환경을구축해나가고있다. 콘텐츠환경역시한류콘텐

츠의약진으로여러나라에서우리의콘텐츠를선호하고이

용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종료에 이어서 또다시 2017년 UHDTV방송 상용화 경쟁시

대를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방송시장에서 국산 방송장비의

경쟁력을갖추어나갈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세계시장에

서 국산 방송장비의 경쟁력을 갖추자면 먼저 UHDTV방송

후발국가및방송환경저개발국가를상대로시장을선점할

수있는국산방송장비산업육성전략이요구되고있다. 국

산방송장비산업은세계적으로앞서가고있는국산디스플

레이 기술의 경쟁력과 국산 디지털 무선통신기기의 우수성

을기반으로디지털전송장비와방송장비신기술개발을비

롯하여서로의장비를연결시킨토털솔루션개념의장비연

결형융합시스템모델의발굴과개발이요구되고토털브랜

드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방송사에서운영중인콘텐츠제작프로세

스와 콘텐츠 전송 프로세스 서버 기반 콘텐츠 저장과 편집

프로세스 등 기능별 방송시스템 구성에서 국산 방송장비의

활용현황을조사하고분석해봄으로써, 각각의프로세스중

기능별로유사한장비가 2개 이상모여하나의기능으로통

합할수있는장비연결형융합시스템의발굴과국산방송장

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의미

한조사와분석을위해방송기술인과학계및산업체의방송

장비전문가들에게조사와분석을위한협력과의견을의뢰

했고, 각각의 기능별 프로세스의 시스템 도면 작성과 확인

및장비연결형시스템의발굴과모델선택의타당성에대한

의견 제시와 수렴을 요청했다.

여기서방송시스템트리구조란 TV와 Radio 및 DMB등

방송서비스별전송프로세스와제작과송출및편집과중계

와송신, 조명 등 기능별프로세스의구분을의미한다. 방송

기술인과 방송장비 전문가들에 의해 각 프로세스별로 블록

도면을그리고현재사용되고있는국산장비를구분하여표

시함으로써국산방송장비활용실태를조사하고, 장비연결

형 결합상품 개발과 발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장비연결형결합상품은두가지이상의장비나시스템이모

여 하나의기능으로 역할을할 수있는 상품패키지를 의미

하며, 국산장비의결합을통해서로시너지효과를낼수있

는 상품의 결합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국산 방송장비 활용 조사와 분석 방안

1. 방송장비 시장 동향과 실태 

국내 방송장비 산업은 2000년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추

진시작과 2012년 디지털전환마무리사업이이루어지는동

안위성TV의완성과 DMB모바일TV 방송과 IPTV의탄생

을 비롯하여 2017년 지상파 UHDTV방송 허가에 의해케이

블TV, 위성TV, IPTV 등 모든방송매체의 UHDTV방송상

용화돌입등으로인해미디어의성장과확대와더불어방송

장비 시장도 급속히 팽창하였다.

4K-UHD 방송 서비스는 정부에서 UHD 서비스 제공과

방송장비 국산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UHDTV방송 산업

을국가전략사업으로정하고, UHDTV 방송허가후속도

감을 갖고 뉴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4K-UHD방송과 뉴미디어 시대에 국산 방송장비의 개발은

영상압축엔코더와디코더및 4K-UHD 방송용모니터를제

외하고 제작 장비의 주류를 이루는 4K-카메라와 스위쳐를

비롯하여라우터와편집소프트웨어등콘텐츠제작의기본

적인장비들에대한개발은늦어지고있다. 방송장비시장의

팽창과더불어해외의유명방송장비기업들은저가격정책

과고품질장비의기능별다양한라인업구성으로장비선택

의폭을넓히고제품군계열화를통해후발업체들의세계시

장진출의진입장벽을두텁게쌓아올리고있다. 반면에국내

방송장비산업의경우새로운제품개발의시기가늦어지고

주로단품위주의개발과판매에의존하고있으므로이용자

와 수요처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국내및국제시장진출에서경쟁력을갖추는데어려움

을 겪고 있다.

방송이란 전기적 신호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예술

이라는방송의특징과방송서비스가주로사람의눈과귀를

통해 느껴지는 영상과 음향 서비스이므로 순간의 단락이나

장비의 왜곡과 고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쉽게 고장을

판단할수있는것이특징이기때문에방송사업자와방송제

작자 및 방송기술인들은 고품질이면서 신뢰도가 높은 장비

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이유가 된다. 그 외에도 방송시장은

시청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요구와 품질

에대한기대에대한욕구를만족시키기위해방송장비는새

로운 기능과 고품질의 장비 활용을 통한 시장 경쟁 우위를

선점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산 방송장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회사

제품이나서로다른기업의장비를서로연결하여토털솔루

션개념의장비연결형시스템을발굴하여목적에맞는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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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경쟁력을키우고세계시장진출과방송산업저개

발 국가 진입의 열쇠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조사 방향

본연구는 TV와 Radio 및 DMB와UHDTV 방송등서비

스별 시스템의 제작과 송출, 편집, 중계, 송신, 조명 등 프로

세스별 트리구조의 시스템에 대한 블록도면을 그리고 블록

도면분석을통해국산장비의활용실태를분석함으로써장

비 연결과 기능 융합을 통해 장비 연결형 융합장비 개발과

활용 가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국산 방송장비 산업의

활성화를위해서는단품위주의제품개발과판매에서벗어

나 특정한제작 환경이나서비스 환경을제공할 수있는 토

털 솔루션 개념의 융합제품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과거테잎방식의방송용VTR은복잡하고수많은톱니와

스프링및정교한헤드등중요부품의개발과지속적인부품

공급이요구되고높은신뢰도의제품판매가필요했다. 그러

나최근컴퓨터와서버를이용한영상편집과저장과전송시

스템에서는소프트웨어의중요성과그래픽카드와라우터의

역할이강하게나타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국내의높은

IT기술과디지털무선전송기술을활용하면저장과편집및

분배와 전송등 국산장비 간융합형 시스템을개발하고 새

로운방송시스템구성을위한솔루션방법을제시하는데우

리도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국산 방송장비 간 연결과 시스템 구성을 통해 국산

장비의기술연결형융합장비모델을개발하고각각의프로

세스별트리구조분석을통해국산장비활성화방안을모색

하고 있다.

3. 조사 및 분석 방법

■방송서비스와방송기능별프로세스와방송장비구성

과국산방송장비사용실태파악을위해방송제작과

송출 현업 방송기술인과 방송관련 학계 교수 및 산업

체 방송장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20명 규모의 조사 분

석 연구반을 조직하였다.

■유의미한조사와분석을위해현업방송기술인과산업

체 방송장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방송 서비스 및

기능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방송시스템 블록도면을 작

성하고, 국산 방송장비 활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방송시스템트리구조분석을위해방송서비스와시스

템 기능에 따라 작성된 블록도면 위에 전문가들의 판

단에 의해 현재 국산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나

국산화가가능한 부분에특별한표시를요구하였으며,

향후서로기능이융합되거나네트워크로묶여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산장비의 연결형 융합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각각의매체별서비스시스템에서송신부분을제외하

면, 나머지 기능별 프로세스 대부분은 동일하므로 조

사대상은지상파방송과 KBS의시스템을중심으로조

사하기로 하였다.

4. 연구 모델

그림 1. 작성과 국산제품 표시에 의한 조사 분석 모델

Fig 1. A research model about the Service and Process 

■ 방송시스템 트리 구조를 통한 조사 분석 모델 구성

Ÿ 서비스별, 프로세스별, 기능별 시스템 트리구조작성

Ÿ 시스템 블록도면에서 국산장비 표시

Ÿ 시스템도면에서장비연결형융합가능장비조사분석

Ÿ 장비 연결형 융합장비 모델 표시

Ÿ 장비 연결형 융합장비 모델 의견 계시

■ 시스템별 조사 대상

Ÿ 매체별 :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

Ÿ 서비스별 :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 홈쇼핑채널등

Ÿ 프로세스별 : 제작, 편집, 중계, 네트워크, 송출, 송신등

Ÿ 기능별 : 촬영, 수음, 스위칭, 믹스, 녹화, 생방송, 전송등

Ÿ 장비별 : 소스, 증폭, 분배, 모니터, 스위칭, 믹스, 전송등

III. 방송시스템 트리분석을 통한 국산장비 

활용실태 조사

1. 제작 프로세스 트리

가. Studio 영상 시스템 

먼저 스튜디오에서 제작할 프로그램의 목적과 품질 결정

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정한다. 최근

의스튜디오장비는최종품질의목표에따라스튜디오내부

에서흐르는오디오와비디오신호의규격도변경할수있어

유연성있는운용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디지털기술이발달

하게됨에따라장비내부의메뉴선정만으로신호규격을자

유롭게 선택할수 있고시스템 설계목적에 따라동일한 장

비일지라도규격을재설정할수있는장비가늘어나고있다.

UHDTV 스튜디오로 설계가 이루어진 곳도 장비 설정에

의해 HD스튜디오로사용할수있다. 이때 UHD 영상을전

송하기 위해 12G-SDI 규격으로 셋팅 되었던 영상장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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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DI 규격으로 재설정 할 수 있다면 HD 스튜디오로 사

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HD-SDI 신호의 전송거리에 비해

4K-UHD 영상 신호의 전송거리는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

에 각종 규격별 전송거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 동일

한규격의신호일지라도케이블의종류와굵기에따라달라

진다. 통상 아날로그와 SD영상의 경우 300~500m까지 전송

되던 신호도, HD-SDI 신호의 경우에는 100m 정도 전송되

고, 4K-UHD 영상일 경우에는 약 50m 정도의 거리로 줄어

들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 Studio Video System의 국산장비 이용실태

그림 2. 국산화 가능 장비 표시 스튜디오 영상시스템 블록

도면

Fig 2. Marked the producible Equipment in domestic 

on the block diagram of the TV sudio video 

system 

■ 스튜디오 영상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국산 방송장비가

사용되는지알아보기위해스튜디오영상시스템블록

도면 위에 작은 표시(●)를 하였다.

■블록도면위에국산장비표시(●)는 20명의조사자에

의해 표시되고 검증되었다.

스튜디오 영상 시스템에서 스위쳐(VMU : Video Mixing

Units)의 입력 소스로 카메라와 VTR 및 Server, F/S, CG,

Scan Converter 등이있을수있다. 영상입력소스중카메

라와VTR의경우는아직국산장비개발이이루어지지않았

으나 Server, CG(Character Generator) 등의영상장비는 IT

강국이면서 컴퓨터 강국의 국내 기술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국내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Monitor

부분에서는 국내 디스플레이의 높은 품질과 생산 기술력을

이용하여 방송용 모니터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 중이다. 그러나 국산 방송용 모니터는 최근 중국에 기

업을양도하면서더이상국산제품이라고말하기가곤란하다.

녹화장비분야는그동안 Tape를사용하던 VTR과 VCR

은 매우정교한 기계공학과모터 컨트롤및 헤드제조 기술

등 정교하고 신뢰도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국산화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모리를 바탕으로 하는 컴퓨터

와서버를이용하기시작하면서우리도녹화기의국산화추

진이가능하게되었다. 실제몇몇방송국에서는자체개발한

eVCR을사용하여방송을하고있다. 또국산메모리를이용

한 SSD VTR도사용되고있다. 그외에도방범용 CCTV혹

은산업용녹화기는대부분컴퓨터를이용한저장과재생장

치에국산녹화장치를사용하고있으므로가장많이국산화

가 이루어진 제품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USB와

SD카드만넣어도충분히영상이저장되고재생이가능하므

로학교나일반인들은번거로운테잎과 SSD 카드형태에서

벗어나 USB와 SD카드를사용하는컴퓨터를녹화장치활용

으로 대신하는 추세이다.

방송 장비 중 카메라와 방송용 카메라 렌즈 부분의 국산

화가가장어려운분야라고말할수있다. 방송용카메라의

경우과거 88올림픽때국내대기업에서개발을시도한적은

있으나지금은그나마도개발이중단된상태이다. 렌즈부분

은국내에서도스틸카메라용렌즈를생산하기도하지만방

송카메라전용렌즈는개발이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최

근에는 DSLR 카메라도 4K-UHD 영상촬영까지폭넓게사

용이되고있고, 특히최근휴대폰기술의발전에힘입어개

인들은휴대폰으로도동영상촬영에활용하고있어국산렌

즈의도움과활약은더욱더성장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문자발생기(CG : Character Generator) 역시국산개발이

잘이루어진제품중하나가된다. CG는컴퓨터기술도중요

하지만우리의문자폰트와다양한그래픽기술에의한효과

개발도 중요하다. CG에 사용되는 폰트는 대부분 사용 특허

가 걸려있다. UHD 방송에 사용되는 문자 발생기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UHD방송에서 HD급 CG 출력을 UHD로

UP Convert 하여 사용하고 있다.

CG 및 eVCR 제품에는 그래픽 카드와 캡쳐 카드가 사용

되고있다. 국산 CG및 eVCR제품이활성화되고있지만정

작그래픽카드자체는외국산카드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

다. 향후 방송장비 국산화와 영상처리장치의 개발을 위해서

는국내 IT기술을동원하고영상전문가들의노력으로국산

그래픽 카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상스위쳐는영상처리장치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

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과 방송사에서 국산 방송용

스위쳐를개발하고자노력하였으나최근 UHDTV방송이시

작되면서 12G-SDI 영상신호전달기술확보가관건이되어

국산화개발이늦어지고있다. 아울러스위쳐는신뢰도와영

상 품질및 효과기능이 탁월해야시장 진입이가능할 것이

므로상당한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

근외국기업들의초저가격정책에의해국산제품이개발된

다고 할지라도 시장 진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UHD 영상을 비롯하여 디지털 영상의 압축 Encoder와

Decoder 개발에 UHDTV방송조기도입및국내기업과국

책연구소의노력이크게작용하여국산화가빠르게이루어

진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HEVC를 비롯하여 디지털

영상의 고효율 압축과 복원 기술은 UHD방송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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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방송의 다채널 서비스와 DMB방송의 고화질 방송으로

진화뿐만아니라인터넷전송과서버저장을비롯하여중계

송출및유료방송의서비스에도도움이될것이므로많은기

업이 기술 확보에 전념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카메라

와 스위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스튜디오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가능성은있지만현재저가격정책으로진입장벽을높

이고 있는해외 유명기업의 전략으로인해 단품위주의 국

내방송장비산업으로는성공하기어려운실정인것이사실

이다. 그러나세계적으로앞서가고있는우리의컴퓨터산업

과통신기술을기반으로하는방송장비의경우우리도경쟁

력을갖출수있기때문에장비간앞서가는기능연결로융

합시스템을구현한다면국산장비활성화와 UHDTV 후발국

가와 방송환경저개발 국가등의 시장진입에 도움이될 것

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스튜디오 카메라 시스템 모델 선정

스튜디오 카메라 시스템은 대부분 EFP(Electronic Field

Production)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구조가 스

튜디오 내부와 부조정실 사이에 차단벽과 유리창으로 분리

되어있으므로스튜디오안쪽에서카메라감독의앵글과포

커스 조정 역할과 부조정실에서 영상감독의 조리개 조정과

컬러보정 역할로 서로 분리된 작업이 이루어지며, 최종단계

에서 기술감독이 스위쳐를 통해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 중

필요한 샷을 번갈아 선택함으로써 PGM(프로그램) 신호가

되어방송으로송출된다. 또필요에따라MC가원고를읽을

때카메라렌즈를보면서읽을수있도록프럼프터장치를카

메라렌즈 앞에 부착하여 원고 컨닝을 돕기도 한다.

그림 3. EFP 카메라 시스템 구조 

Fig 3. EFP camera system

그림 3에서보여주듯스튜디오에서사용하는카메라는카

메라 본체 하나로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의분업으로여러대의카메라사용에도불구하고

동일한 화질과 색상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짐으로써 가

격이 매우 비싼 단점이 있다.

최근 1인 방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1인 컨트롤 스튜

디오시스템이요구되고있고, 야외제작에서도다수의카메

라로촬영할수있는간이형중계나제작시스템을만들고자할

때비싼 EFP카메라대신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카메라를사용하여휴대촬영에도사용하고멀티카메라제

작에도사용할수있도록카메라헤드리모트컨트롤과화면

밝기와 색상조정 등조정을 자유롭게도와줄 수있는 솔루

션이 요구되고 있다.

라. 카메라와 프럼프터 리모트 컨트롤 융합장비 선정

1인미디어시대에는혼자서MC자리에앉아원고도스크

롤해가며 읽어야 하고, 카메라 앵글과 밝기 및 색상 보정도

MC가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4는 카메라 렌즈 앞에 프럼프터를 달아서 MC의 원고

읽기를 도와주는 시스템과 카메라 헤드를 상하좌우로 원격

컨트롤할수있는시스템을장비연결형융합시스템모델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그림 3에서보여주는 EFP카메라의BS(Base Station)

과 RCP(Remote Control Panel)의 기능을 ENG 카메라에서

도가능하도록간이형카메라리모트컨트롤장비를개발하

여MC가카메라영상의밝기와색상조정등의조작도가능

하게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완전한 1인 미디어 시스템을 만

들 수 있게 된다.

그림 4. 프럼프터와 원격 카메라 헤드 컨트롤 시스템

Fig 4. A remote control system of the prompter and 

camera head

그림 3과 그림 4의융합시스템모델에 Tally장치와 Talk

back 장치까지기능을추가할수있다면 1인 미디어시스템

뿐만아니라 ENG 카메라를 EFP형태로변형하여간이형중

계시스템이나현장제작시스템구성을수월하게만들수있

다고 본다.

방송환경은점차 4K-UHD 시대로진화하고있어영상신

호의 전송거리가 문제가 된다. 점점 더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호의 전송거리는 짧아져 4K-UHD 카메라

영상의 경우 12G-SDI 신호를 전송해야 하므로 동축케이블

사용시약 50m정도의전송도보장하기어려울수있다. 그

러므로카메라영상과음향신호뿐만아니라 PGM리턴영

상과 PD Talk Back 및 Tally 신호 등 역방향 신호 전송이

가능한 광 전송장치의 활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에서 “카메라 헤드 컨트롤과 카메

라 RCP 외에도 프럼프터와 Tally/Intercom 시스템과 광전

송장치 등을 장비 연결형 융합시스템으로 국산화 시킨다면

국내수요창출과방송환경저개발국가및세계시장진출에

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추천된장비들은카메라

를제외하고모두국산화가가능하거나이미국산단품장비

로 개발된 장비들이 많으므로 장비 연결형 융합시스템으로

가능성 있는 모델”로 조사 전문가들은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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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출 서비스 트리

가. 지상파 DMB 송출 시스템

지상파DMB의전송시스템은MPEG Audio Layer 2 기반

의오디오서비스계통과데이터서비스계통등으로구성된

Eureka-147 DAB전송시스템에MPEG-4(H.264) 기반의비

디오서비스계통이추가된형태이다. 비디오서비스데이터

는소스코딩, MPEG-2 TS다중화그리고채널부호화과정

을거친후 Eureka-147 DAB 시스템의스트림모드로전송

되어채널부호화과정을추가로거친다. 이후에는주서비스

다중화기에서 오디오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 등과 다중화를

거치면서 전송프레임으로 변환되어 ETI(Ensemble Transport

Interface) 신호 형태로 송신기에 전송된다.

DMB화질을고품질화면으로업그레이드시키려는노력

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Hybrid DMB 방법과 스마트

DMB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최

근에제안된방법이고화질 DMB방법으로고효율압축기술

활용으로 DMB 화면의고품질 구현 가능성을보여주고 있다.

Hybrid DMB 방법은 지상파 DMB 전송망과 더불어 3G,

4G 이동통신망과 Wi-Fi망 등을 통해 복수의 루트로 DMB

신호를 받아들여 화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이종

망전송이기는하지만통신망으로전송되는데이터는 DMB

화질을 보완하는 데이터이므로 통신망 데이터만으로는

DMB 영상을 볼 수는 없다.

스마트 DMB 서비스도 기본 스트림은 DMB망으로 전송

하고, 화질개선 스트림을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Hybrid DMB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SNS 커뮤니티 서비스

를통해생활정보와VOD, 쇼핑, 광고등다양한데이터서비

스를 스마트 DMB 화면을 통해 쌍방향 서비스를 구현하는

융합형 DMB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나. 고화질 DMB 송출 시스템

그림 5. 고화질 DMB 시스템 블록 도면

Fig 5. A block diagram of the high definition DMB 

system

고화질 DMB는영상의품질을 HD급수준으로크게향상

시킨 DMB기술을 의미한다. 고화질 영상 전송을 위하여 기

존의 H.264 압축 코덱 대신 UHDTV방송에서 사용하는

HEVC 압축기술을이용함으로써기존 DMB영상보다 12배

화질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DMB 영상이

QVGA(320x240) 수준의 영상이었다면, 스마트 DMB에서는

VGA(640x480) 화질을 볼 수 있고, 고화질 DMB에서는

HD(1280x720)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파 DMB 주조정실 시스템은 TV주조정실과 유사하

다. 주조정실은 송출의 종단부분이므로 장비들의 신뢰성과

안정성이높아야하므로대부분외국의유명회사제품을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DMB의경우 HEVC Video Encoder와

BSAC Audio Encoder의경우국내기술로생산이가능하며,

ETI(Eesemble Transport Interface) Multiplex 시스템도 국

산 제품이 있으므로 국산장비 활용이 가능하다.

조사 전문가들은 “HEVC Encoder, BSAC Encoder, ETI

Multiplex를국산장비연결형융합시스템모델로묶을경우

제품 활용과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사 전문가에 의하면 “주조정실 프로그램 송출 운행을

위한 APC(Auromatic Program Control) 시스템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잘 되어있고, 자막기(CG : Character Generator)

와 송신기(DMB Transmitter)도 국산화 생산이 가능하므로

DMB의경우송출에서송신까지모두국산장비연결형융합

시스템모델로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여진다.”고

하였다.

IV. 조사 결과와 결론 

1. 조사 결과 

가. 전문가 의견 요약

본연구는국산방송장비를 2개 이상연결하여특정목적

의 토털솔루션 개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산 장비 활성화와

시장 확보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는특정 장비의

연결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방송시스템을방송매체별, 방송서비스별, 방송프로세

스별, 제작기능별 시스템 등 방송과 관련된 시스템을 점차

좁은범위에서큰범위로방송시스템트리구조를만들어조

사와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유의미한 조사와 분석을 위해

방송기술전문가, 학계, 산업체방송장비전문가 20명의의견

을들어방송시스템트리구조에따른단계별시스템도면을

그리고 그 중 가능성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는 분석 자료

중 3가지시스템모델만제시하였다. 표 1은선택된 3가지국

산장비연결형융합시스템모델에대한방송기술전문가의

견을 요약정리한 표이다.

2. 결 론

본연구는국내 UHDTV방송의상용화실시에의한국내

방송장비시장수요충족과더불어팽창하고있는세계방송

장비시장에서국산방송장비의세계시장진입에가능성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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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스튜디오 영상 시스템 장비 1인 미디어 카메라 시스템 고화질 DMB 송출 시스템

국산장비 연결형 융합모델로 제안하는 것

은?

국산화가 가능한 스튜디오 장

비의 융합

ENG캠과 프럼프터의 원격조정

장비의 융합

HEVC, BSAC, ETI 장비의

융합

융합시스템 모델로 선정하는 이유는?
압축, 전송, 녹화, 모니터의 라

인업

초저가 방송시스템

1인방송 구성가능
고화질DMB 장비의 국산화

국산 장비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것인

지?

압축,저장,전송,모니터 국산장

비 이용가능
이미 국산 개발된 장비로 구성

DMB, UHD방송에 사용중

장비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모델인

지?

국산 컴퓨터와 메모리 이용으

로 가능
외국기업이 손대는 장비 아님

국산화된 장비로 경쟁력 가

능

성능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모델인

지?
국산 컴퓨터와 메모리 신뢰 H/W구성이 간단하므로 가능

이미 단품사용으로 검증된

장비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인지?
이미많은 곳에서사용하고 있

는 장비
멀티카메라 운용, 1인방송 활용

가격과 성능이 좋으면 만족

예상

제안하는 모델이 신뢰도 확보가 가능한

모델인지?

방송사와 기업이 함께 개발과

연구에 참여

이미 단품으로 상용화 된 장비

융합

해외 DMB수출도 가능한

장비

제안하는 모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국산장비의 융합으로 산업 활

성화 효과 기대

저가형 간이시스템의 필요와 1

인방송에 유리

고화질DMB 장비의 국산화

기대

표 1. 장비 연결형 융합시스템 모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Table 1. The specialist opinion summary about the hybrid system mode of the device connection type 

는제품군을발굴하고자현업방송기술인과학계교수및방

송장비산업체전문가로구성된 20명의 조사분석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산 방송장비 연결형 융합모델을 선정하

고가능성을조사하고분석하였다. 본논문에서는그중 3가

지국산장비연결형융합모델을선정하여현재국산장비사

용실태와기술개발동향을파악하고, 향후국산방송장비산

업 활성화와 UHDTV방송 후발국가 및 방송환경 저개발국

가 등으로 방송장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첫번째모델은프로그램제작을위한스튜디오영상장비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카메

라와스위쳐에대한국산화개발과연구가미흡하지만, 방송

용모니터를비롯하여 eVCR 등컴퓨터와서버를이용한녹

화 저장장치와 문자발생기(CG) 장비의 국산화가 잘 되어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외에도UHDTV 상용화조기구현을위해 HEVC영상

압축 엔코더와 디코더의 국산화 개발이 일찍부터 시도되어

일부 UHD 영상 전송에 활용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중계

망 전송을 위해 이미 높은 기술력이 확인된 국내의 광통신

및 LTE등디지털무선기술과이동통신기술및 IP전송인터

넷기술을이용하면중계전송망장비의국산화도어렵지않

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UHDTV방송 송신기 역시 이미

DVB-T2 송신기는 국산화되어 있으며 ATSC3.0 송신기의

개발과 생산도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두번째모델로선정된국산장비연결형융합모델은저가

의장비로간이형야외제작및중계에이용할수있으며, 1인

방송시대에혼자서도간단히프로그램제작을할수있는시

스템장비에대한국산화실태와기술개발동량을분석하였

다. 이모델에서는카메라를제외한모든구성장비가국산화

기가능하며, 1인 방송운영에도도움이될수있도록리모트

제어가능한특징을가지고있음을확인하였다. 카메라는값

비싼 EFP 카메라 대신 ENG 카메라를 사용하며 게인과 컬

러조정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프럼프터와 카메라 헤드의

상하좌우까지모두리모트컨트롤할수있어 1인방송이가

능한구성을조사하여모두국산화가가능한제품이있거나

융합모델 장비로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세번째모델은고화질 DMB의경우 DMB의약점이었던

저해상도 QVGA 영상화질을 12배 향상시킨 HD급 고화질

DMB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여졌다. 고화질

DMB는 HEVC 엔코더와 BSAC 엔코더의 국산화가 가능하

고, ETI Multiplex와송신기까지국산화가가능하므로국산

방송장비연결형융합모델로좋은사례가될것으로전문가

들은 전망하였다. 특히 방송환경 저개발 국가에 저가형 HD

방송구현을위한좋은융합모델이므로세계시장진출과국

산방송장비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추진이필요하다는의

견을 제시하였다.

이상 세 가지 모델 외에도 방송시스템 국산화 가능 모델

이 많이 있지만, 해외의 유명 기업의 저가격 정책과 장비별

성능별로다양한장비의라인업전략에의해국산장비의세

계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단품위주생산과개발에서벗어나 2개이상의

장비와기술이모여하나의시스템으로구성되고장비연결

의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면저개발국가와UHDTV방송

후발국가를상대로새로운시장개척의가능성이있음을확

인하였다.

참 고 문 헌

[1] JongGyu Oh ... and Joon Tae Kim, “A Study of Development

of Transmission System for Next-generation Terrestrial 4K

UHD & HD Convergence Broadcasting”,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vol 19, no 6, pp767~788, Nov, 2014

[2] HakHyun Kim, “SBS Rio Olympic IBC System with IP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94

Base”, Broadcast and Media Magizine, vol 21, no 4,

pp389~398, Oct. 2016

[3] Joohee Lee, “4K UHD Work flow”, Broadcast and Media

Magizine, vol 21, no 4, pp468~475, Oct. 2016

[4] Sungho Jeon ... and Young Woo Suh, “Laboratory

Measurement to Provide Treshold of Visibility for Terestrial

4K-UHDTV Broadcasting based on HEVC over DVB-T2”,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vol 21, no 4, pp506~514,

Jul, 2016

[5] Seung-Kyu Park ... and Goo-Man Park, “A Study on

Terrstrial UHDTV Broadcasting and Construction of Direct

Reception Environment by DVB-T2”,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vol 18, no 4, pp572~588, Jul, 2013

[6] Korean Broadcasters Association, “A Study on The Actual

Plan of Next-Generation Service(4G Broadcas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Report of Study, pp24~83, 2011-3

[7] Next Broadcasting Study Association, “A Study about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 Package Model of The

Broadcast Equipment on The Korean Type”, Report of

Study, pp1~101, 2016-6

[8] Chang-Hyong Lee ... and Seung-Kyu Park, “Digital

Broadcasting Technology Directory”, Communication Books,

Korea, pp306~398, Second Edition, May. 2011

[9] HyunSoon Kim ... and Sinil Jung, “ The Test Broadcasting

of The High Definition Hybrid DMB”,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pp127~129, Oct. 2013

저자

서 인 호(In-Ho Seo)                     정회원

․1994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매체

공학과 학사졸업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산업정보전공 석사

․2016년 9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

책대학원방송통신정책 박사과정 수료

․1978년 ∼ 2011년 : KBS 기술본부 근무

․2015년∼ 2016년 : 서울과학기술대전자IT미디어공학과초

빙교수

․2017년∼현재 : 동서울대학교디지털방송콘텐츠과조교수

<관심분야 > : 디지털영상시스템, IT네트워크, 방송통신기술

정책

최 성 진(Seong-Jin Choi)                 
․1982년 2월 : 광운대학교 공과대학 전

자공학과 공학사

․1984년 2월 :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자

공학과 공학석사

․1991년 2월 :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자

공학 공학박사

․1992년 10월 ~ 현재 :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

대학원 방송통신정책전공 교수

․1996년 ∼ 1997년 : University Saints Malaysia 초빙교수

․1999년 ∼ 2000년 : Oklahoma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

․2013년 ∼ 2015년 :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

학원 원장

<관심분야> : 디지털영상 신호처리, 영상통신

박 성 규(Seung-Kyu Park)                 
․1983년 2월：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전

자공학과 학사졸업

․1997년 2월：연세대대학교공학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졸업

․2014년 3월：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방송통신정책 공학박사

․2000년 4월 : 정보통신기술사

․1985년 ∼ 1991년 : KBS 뉴스센터, 함백산 중계소 근무

․1991년∼ 2015년 : SBS TV기술팀, 라디오기술팀기술감독

․2015년∼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교방송기술계열조교수

․2015년 ∼ 현재 : (사)미래방송연구회 회장

․2017년 ∼ 현재 : (사)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관심분야> :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방송기술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