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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망과 ATSC 3.0 방송망 연동 동향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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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송 분야에서의 가상화 기술도입은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IT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 자동화 및 지능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망 인프라의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 다양한

방송 자원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망과의 연동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망에서 IP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변환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 플랫폼들과 5G 망과의 효과적인 연동과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즉, 이처럼 ATSC 3.0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방송망과 5G 대표되는 이동통신망, 인터넷과의 유기적, 효과적인 연동을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ATSC 3.0 방송망과 5G로 대표되는 이동통신망과의 융합을 위한 기본 기술 및 현황을

살펴보고, ATSC 3.0 방송망과 5G 망이 서로 망대 망으로 연동하려는 방안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5G mobile network and ATSC 3.0 broadcasting network

interworking trend an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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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of virtualization technology in the broadcasting field is actively progressing broadcasting service auto

mation and intelligence based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IT resources throughout the broadcasting industry ecosystem.

In recent years,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increasing the flexibility of various broadcasting resources and increasing t

he efficiency of interworking with other networks through network virtualization of the broadcasting network infrastructu

re.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from the broadcasting network to the IP paradigm is facing a situation where it is ne

cessary to solve various problems for the effective interworking of Internet-based service platforms and 5G networks and

the development of new convergence services. In other words, for organic and effective interworking with the next-gener

ation broadcasting network represented by ATSC 3.0, a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represented by 5G, and the Intern

et, a number of difficulties must be solved. In this paper, the basic technology and status for the convergence of ATSC 3.

0 broadcasting network and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represented by 5G was examined, and a plan for the ATSC

3.0 broadcasting network and 5G network to interwork with each other as a network wa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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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 산업계를 비롯한 방송 분야에서의 가상화 기술

도입은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IT 자원의 효과

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 자동화 및 지능화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망 인프라

의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 다양한 방송 자원의 유연

성을 높이고 다른 망과의 연동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지난 수년간 지상파방송을 둘

러싼 환경은 IP 기반 운영과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가

상화 도입으로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갖

춘 방송 서비스로 진화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망에서 IP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변환은 OTT(Over The Top)로 대변되는 인터넷 기

반 서비스 플랫폼들과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망과

의 효과적인 연동과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방송을 비롯한 통신산업의 융합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 인프라는 가상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NF:

Network Function)들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며 효

율적인 자원 사용과 관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부가

가치 방송 서비스가 지속해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ATSC 3.0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방송망과

5G 대표되는 이동통신망, 인터넷과의 유기적, 효과적

인 연동을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

황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이동성 지원,

세션 관리 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능들

의 분리, 고도로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

자 평면과 제어 평면의 분리, 네트워크 도메인(RAN

과 코어 네트워크, 전송망과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와

서비스 등)간 경계 분리, 가상화된 네트워크 기능들의

오케스트레이션, 생애주기 관리, 인프라 자원의 할당

등과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있다

[1][2][3][4].

본 논문에서는 ATSC 3.0 방송망과 5G로 대표되

는 이동통신망과의 융합을 위한 기본 기술 및 현황을

살펴보고, ATSC 3.0 방송망과 5G 망이 서로 망대

망으로 연동하려는 방안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2. ATSC 3.0 방송망

2.1 개요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는 디지털 TV 표준을 연구, 개발하기 위

해 1983년 CEA, IEEE, NAB, NCTA, SMPTE에 의

해 설립된 미국 표준화 기관이다. 현재 방송사, 방송

장비 제조사, 케이블/위성 제조사, 가정사, 칩 제조사,

대학/연구소 등 약 120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2011년 ATSC 3.0 표준 작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차

세대 지상파방송 표준과 관련된 대부분의 핵심기술이

승인되거나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ATSC 3.0은 고품질 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사용

자에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방송 서비

스의 장점을 지원하면서, 기존 방송 서비스의 약점인

유연한 서비스 구성 및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기술들이 포함되어있다. ATSC 3.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

Ÿ 고품질 실감형 서비스: 초고해상도(4K UHD), 3

D, 실감형 오디오

Ÿ 하이브리드 서비스: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동시에

활용하여 서비스 전달

Ÿ 멀티뷰/멀티스크린 서비스

Ÿ 차세대 재난방송:

Ÿ 개인형 양방향 서비스

2.1 ATSC 3.0 전송기술

(그림 2)는 ATSC 3.0의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ATSC 3.0은 IP를 기

반으로 하고 있어서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동시에 활

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방송망에서는

UDP/IP 기반의 MMT(MPEG Media Transport) 프

로토콜 혹은 ROUTE(Real-Time Object Delivery

over Unidirectional Transport) 프로토콜이 사용되

며, 인터넷에서는 HTTP/TCP/IP 프로토콜이 사용된

다. 또한, IP 계층과 ATSC 3.0 물리 계층 사이의 인

터페이스를 위하여 ALP(ATSC 3.0 Link-Layer

Protocol)가 사용된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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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TSC 3.0 기반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ATSC 3.0 프로토콜 스택

ATSC 3.0 실시간 미디어 컴포넌트들은 MPEG

MMT에 정의된 MPU(Media Processing Unit) 포

맷 혹은 MPEG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를 기반으로 DASH seg-

ment 포맷을 따른다. MPU로 캡슐화(encapsulation)

된 실시간 미디어 컴포넌트들은 MMTP/UDP/IP를

사용하여 방송망으로 전송되며, DASH segment로

캡슐화된 실시간 미디어 컴포넌트들은

ROUTE/UDP/IP를 사용하여 방송망으로 전송되거나

HTTP/TCP/IP를 사용하여 인터넷망으로 전송된다.

ATSC 3.0의 서비스는 비실시간 컴포넌트(미디어, 파

일 등)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비실시간 컴포넌트

는 ROUTE/UDP/IP를 사용하여 방송망으로 전송되

거나 HTTP/TCP/IP를 사용하여 인터넷망으로 전송

된다.

3. 방송망 인프라 가상화

방송망 인프라의 가상화는 전용 하드웨어 장비 의

존성을 탈피하고자 소프트웨어 기반 장비의 개발을

통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방송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방송망 인프라의 가상화가 도입되면 방송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쉽게 이뤄지기 때문에 장비 업체에

대한 종속성을 낮추고 통일된 운영관리가 가능해진

다. 지금까지 방송망과 관련된 가상화 기술은 원격

컴퓨팅 자원(클라우드 서버)의 공유를 통해 비용과

성능을 향상하는 것과 헤드엔드 시스템 가상화를 통

하여 방송 송출·송신 기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3.1 ATSC 3.0 헤드엔드 가상화

ATSC 3.0은 국내 지상파 UHDTV 표준으로 채택

되었으며 ATSC 3.0 헤드엔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네

트워크 기능(NF: Network Function)들의 가상화를

통하여 장비 가상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림 3)에서와 같이 변경과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기

존의 전용 장비 기반 네트워크 구성을 탈피하고, 방

송 송출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클라우드 기반으

로 가상화하였다 [4].

(그림 3)은 ATSC 3.0 헤드엔드 가상화 시스템 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ATSC 3.0

헤드엔드 가상화 시스템에서는 방송 송출을 위해 필

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VNF(Virtual Network

Function)들로 구분하고, 구분된 VNF들을 필요한 순

서에 따라 연결한 서비스 체인을 구성하여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방송 전송 채널마다 같은 방식

이 적용된다.

(그림 3) ATSC 3.0 헤드엔드 장비 가상화 개념도

이러한 구성에서 특정 VNF에 오류가 발생한 경

우, 해당 VNF에 해당하는 가상화 모듈의 즉각적인

교체만으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방송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응이 빠르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서버 자체의 오류 발생을 대비하여

필요한 VNF들을 물리적으로 구분된 2대의 범용 서

버에 나누어 이중화(Active & Stand-by)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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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방송 서비스 고유의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을 만족할 수 있다.

4. ATSC 3.0과 이동망 연동

(그림 4)에서와 같이 지금까지는 3/4G망과 방송망

은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망

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다양

한 노력이 있었고, 우선 3/4G망에서 방송 서비스의

제공, 즉 LTE 브로드캐스트를 위해 제안되었던

eMBMS(evolved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5][6].

Ÿ 60% 정도의 subframe 만이 eMBMS에 할당

Ÿ admission control/user subscription이 복잡

Ÿ Customer QoE가 제한적

Ÿ Higher Quality Media에 대한 지원이 없음

Ÿ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와 유니캐스트 서비스 간의

연속성 지원이 없음

Ÿ 구축 사례가 적음

(그림 4) 5G 망과 방송망의 최신동향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5G 망에서 멀티캐스

트/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FeMBMS(Further Enhanced 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3GPP Release 14에서 LTE enTV(enhanced TV)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5G 망과 방송망의 융합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고, 3GPP RAN 미팅(2018

년)에서는 “LTE-based 5G Terrestrial Broadcast”

라는 이름으로 여러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연구 진행

을 승인했다.

우선 5G-XCast는 5G 시스템의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통신 인에이블러에 중점을 둔 5G PPP 2

단계 프로젝트이다. 5G-Xcast는 (그림 5)에서와 같

이 3가지 유형의 네트워크간에 미디어 전송을 조화시

키고 최적화되고 완벽한 미디어 사용자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G-Xcast는 eMBMS Release 14

의 특징들을 활용하여 5G RAN의 설계 및 성능과 모

바일 및 지상파방송에서 미디어 제공을 위한 핵심 아

키텍처를 연구하였다.

(그림 5) 5G Xcast 목표망

5G 망과 방송망 연동의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5G

TODAY로 FeMBMS HPHT Field Trial이라는 목

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7].

Ÿ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지원

Ÿ 대규모 cells

Ÿ High Power High Tower (HPHT)

(그림 6)은 HPHT와 LTE/EPC를 연동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림 7)은 5G 망과 HPHT를 연동하는 내

용이다.

마지막으로 Sinclair에서는 (그림 8)에서와 같이 "

텔레비전 방송이란 무엇인가?"라는 명제로 차세대 네

트워크에서 방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새로운 5G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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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방송 환경을 NGBP 형태로 정의하였다.

NGBP의 핵심인 BaaS(Broadcast as a Service)와

함께 오늘날의 급격히 융합되는 디지털 IP 세계와 관

련성을 확립하고, 떠오르는 5G 세계에서 방송의 중심

적 역할을 포지셔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8].

5. 결 론

기존 방송망의 전송 인프라는 방송주파수를 자원

을 중심으로 전용 하드웨어 기반의 장비로 구축되고

있으며, 방송주파수 채널별로 끊김 없는 데이터 스트

림 송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

프라 및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과 하드웨어 자원의 공

유가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신기술의 성숙

과 더불어 방송망은 필연적으로 차세대 통신망과의

연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따른 다양한 신규 융합

서비스 창출은 물론 방송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

해질 수 있다.

(그림 6) FeMBMS: LTE/EPC와 HPHT

(그림 7) FeMBMS: 5G와 HPHT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북미에서는 차세대 지상

파 방송플랫폼(NGBP)을 위한 방송망 진화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NGBP에서는 미국 전역의 방송망을

네트워크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설계하고, 방송 거래소(BMX: Broadcast Market

Exchange) 개념을 정의하였다. BMX는 주파수 관리

에서부터 서비스 과금 및 모니터링, 정책, 인증, 계약

(SLA) 등의 운영지원을 제공하며, 방송플랫폼 사업

자의 방송 서비스 요구에 따라 전송망 제어를 수행하

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7년에 차세대 국가 네

트워크인 ‘초연결망’ 추진 모델을 발표하였으나 방송

망과 다른 통신망과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상

태이다. 그러나 차세대 방송망은 방송형 데이터 전달

망으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서 관련 연구 및 장

비 개발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림 8) NGBP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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