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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디어는 정보 전달을 통해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하는 매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 

도서와 같은 인쇄 매체와 TV, 라디오, 영화와 같은 

시청각 매체를 포함하는 대중매체, 즉 매스미디어

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과 대중화로 미디어의 개념이 매스미디어, 방송,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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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come the hottest topic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 recent years.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cloud, 

and high-speed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are being applied to existing media areas in earnest, 

affecting all parts of the media value chain from content production to consumption. AI technology is now 

spreading across the media industry faster than any other industry. In the future, the gap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AI technology will widen, further deepening the polarization of the media ecosystem. Media 

intelligence, which combines media and AI technologies, is now perceived as essential, not optional.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by major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on how AI is being utilized in the media industry. In addition, we discuss what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to lead media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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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TV방송, 라디오

방송, 이동방송 등을 포함하며, 뉴미디어는 디지

털화된 미디어를 고속의 통신 연결을 통해 소비하

는 온라인 신문, 소셜미디어, 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1]. 

미디어 분야는 2000년대 들어 아날로그에서 디

지털로의 전환이 시작되었고, IPTV, 이동방송 등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초반

에는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가 확산되었고, 2010년대 후

반은 UHD와 VR/AR로 대표되는 실감 미디어가 

등장했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매체 간의 경계가 사라지

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

롭게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으며, 향후에는 

미디어 분야에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더해져 지능화기반의 융합 미디어 시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은 딥러닝이라는 기계학습

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컴

퓨팅 능력의 향상과 비용 하락 등으로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 AI 기술 자체의 고도화와 함께 빅데이

터, 클라우드, 초고속 유무선 통신 등의 기술이 기

존의 미디어 영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콘텐

츠의 기획-제작-편집-유통-소비에 이르는 미디

어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4].

이제 AI 기술은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빠르

게 미디어 산업 영역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장래에는 AI 기술을 가진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져 미디어 생태계

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미

디어 분야에 AI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 지능화는 선

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기술개

발 현황과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미디어 지능화 선도를 위해 중점적으로 개발이 필

요한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미디어 분야별 AI 연구 동향

AI 기술의 역할은 미디어의 영역에서 더욱 빨리 

확장되고 있다.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 획득·제

작 및 편집, 대용량 미디어 압축 성능 향상을 위한 

부호화, 전송 대역의 효율 향상을 위한 미디어 전

송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연령

별, 지역별, 시간대별 이용패턴을 자동으로 분석

하여 최적의 미디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유통과 소비 영역까지 콘텐츠 생성부터 

소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 기술이 활용

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은 AI 기술

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디어 산업

의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더

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5G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통신사들도 초고속 통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위해 AI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표 1은 미디어 주요 분야별 국내·외 주요 기관들

의 AI 기술 활용 및 표준화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Ⅲ. 미디어 지능화를 위한 주요 기술

미디어 지능화는 미디어가 5G, 빅데이터, 클라

우드, 인공지능 등 ICT 핵심기술과 융합을 통해 

대용량의 수집·저장된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Information)를 생성하고,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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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분야별 AI 활용 현황

분야 구분 국내·외 현황

기계

미디어

국내 •영상 보안 시스템에 딥러닝을 접목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이 ETRI, GIST, POSTECH 등에서 이뤄지고 있음

국외
•감시, 자율주행 등의 다양한 분야의 수요로 새로운 비전 센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들이 인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표준화

• MPEG에서 영상기반 객체인식을 위한 CDVS(Compact Descriptors for Visual Search), CDVA(Compact Descriptors 
for Video Analysis) 표준이 개발됨
• 중국 기업의 주도로 AI기반의 인지 추론 알고리즘을 탑재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VCM 표준화 논의 시작

AV
부호화

국내
• ETRI는 컨텍스트 적응적 엔트로피 모델기반의 심층신경망 개발
• 구글 대비 약 12% 개선된 성능의 이미지 압축 기술을 보유

국외
• 구글은 오토인코더와 wavenet 인공지능 신경망을 활용하여 1.6kbps에서 동작하는 초저비트율 음성압축 코덱 발표
(2019)

표준화 • MPEG에서는 AV 부호화를 위한 NN 기술에 대한 AdHoc그룹 생성 및 표준화 논의 시작 예정

미디어

학습

데이터

자가

증식

국내

• SK텔레콤은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발견하고 자동으로 학습을 이어가는 머신러닝 기술 디스코간(DiscoGAN)을 발표
하고, 하나의 이미지에서 비슷한 분위기(style)의 다양한 형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개발
• 네이버랩스는 인물 사진을 이용하여 웹툰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개발

국외
• 블랙박스 영상에서 프레임 이미지 예측을 통한 영상 생성 모델(PredNet) 제안(Harvard Univ.), 주어진 특성에 적합한 
영상을 자동 생성하는 기술(VGANs) 제안(MIT CSAIL)

메타

데이터

국내 • AI 비전 및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영상 내 일부 객체 및 음악 등을 자동 검출(SKT, 보이저X 등)

국외 • AI 기술을 활용하여 동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추출하는 서비스를 제공(IBM, Google, Leankr 등)

미디어 

콘텐츠 

고화질 

변환

국내

• 삼성전자는 입력 화질에 관계없이 8K 수준의 화질로 업스케일링 해 주는 AI 퀀텀프로세서가 탑재된 TV 발표(2020.1)
• LG전자는 원본 영상의 화질을 분석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알파9 3세대 칩이 내장된 OLED 8K TV 
발표(2020.1)

국외

• 엔비디아는 AI 기술로 HD급 비디오를 4K 60fps HDR 비디오로 변환해주는 안드로이드 TV용 셋톱박스 ‘NVIDIA 
Shield 3rd Generation’ 출시(2019.11)
• 캐논메디컬은 초고해상도 및 선명한 화질의 진단 영상을 제공하는 AiCE(Advanced Intelligent Clear-IQ Engin) 엔진 
개발(2019.7)

미디어

크리에이터

국내
•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R&D 전략 수립(2018.5.)
• 2022년까지 세계 4대 AI 강국 도약, 우수 인재 5 천명 확보, AI 데이터 1.6억여 건 구축을 전략 목표 추진

국외
• 영국 BBC는 2017년 인공지능 시스템인 ‘Ed’ 개발에 착수 , 에딘버러 축제에 다수의 고정된 카메라를 설치하고 샷 추
출과 컷 편집 등 분절된 가상의 샷들을 상황에 맞는 자동 편집 시도

전송

국내 • KAIST 등 학계를 중심으로 기계 학습을 오류정정, MIMO 채널 모델링, 저전력 통신 등 다양한 통신 분야로 적용 시도

국외 • 버지니아 공대, AT&T에서는 2015년부터 딥러닝기반의 통신시스템 설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표준화
• ITU-T SG13 FG-ML5G에서 기계학습기반으로 5G를 포함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나 아직 물
리계층 신호처리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표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홀로그래피

국내 
• 학계에서 홀로그램 복원 시 추출된 light field 영상에 발생하는 스페클 잡음 제거를 위해 DL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를 
발표(2020. Optics Express)

국외
• 미국의 Nguyen 그룹은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에서 발생하는 위상정보 수차보정을 위한 전처리 단계의 위상펼침
(phase unwrapping)과정에 U-net기반의 DL 기법을 적용한 연구를 발표(2017. Optics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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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Media)하는 

D-I-M(Data-Information-Media)의 지식 가치사

슬을 완성하는 지능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정의

된다[5]. 

특히, 미디어와 AI 기술의 결합은 AI가 인간의 

지적 활동 영역(시각, 언어, 감각, 이해, 학습, 추론 

등)을 구현하고 재현함으로써 미디어 전주기(기

획-제작-편집-유통-소비)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사람

에서 기계로 확장되고, 지능화된 미디어가 사람과 

사람, 기계와 기계,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을 매

개함으로써 기존 미디어 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장에서는 D-I-M의 지식 가치사슬을 완성하

는 미디어 지능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기

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미디어 지능화 기반기술

가. VCM(Video Coding for Machine)

기존의 사람을 위한 영상처리와 부호화 기술로

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디오 데이터

에 대한 완전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빅데이터에 

기반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배경을 두고 있

는 기계를 통한 영상처리 및 인지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사람이 영상을 이해

하는 방식(Human Vision)과 기계가 영상을 이해하

는 방식(Machine Vision)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므

로,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영상을 전달할 때 원본 

영상이 아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영상의 특징(Fea-

ture)만을 전송하여 영상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형태

로 영상신호를 변환하여 전달하므로 영상 촬영으

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다. 

기계를 위한 영상 부호화 기술(VCM)은 HEVC 

(High E�ciency Video Coding)와 같은 기존의 비디오 

압축 기술이 사람이 인지하는 화질을 유지하며 영

상신호를 압축하는 것과는 달리, 인식률과 같은 인

공지능 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며 인간이 아닌 기계

를 위한 영상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그림 2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

서 논의되고 있는 VCM의 구조도이다. VCM은 영

상 센서로부터 영상신호를 직접 입력받거나 영상

신호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압축된 비트스트

림을 구성하여 전달하며, 기계의 임무 수행을 위한 

영상(Machine Vision) 또는 사람이 보기 위한 영상

(Human Vision)으로 복원하여 사용하게 된다. 기계

를 위한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서 심층신경

망이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심층신경망과의 인터

페이스도 제공될 수 있다[6].

MPEG에서는 2020년 10월 VCM 표준화를 준비

하기 위한 Call for Evidence를 공표할 예정이며, 본그림 1 Human Vision과 Machine Vision

그림 2 MPEG VC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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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표준화는 2021년 중순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7]. 

나. NNAVC(Neural Network based 
      A/V Coding)

NNAVC는 사람의 인지 화질/음질을 유지하면

서 비디오/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존의 미디어 

부호화 기술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미디어 

부호화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AI기반 고품질/고

효율 미디어 부호화 기술이다. 

그림 3과 같이 전통적인 비디오 부호화 기술은 

시간/공간 중복성과 데이터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화면 내/간 예측, 주파수 변환, 양자화 및 엔트로

피 부호화 등 다양한 압축툴을 통해 비디오 데이터

를 압축한다. AI기반의 비디오 부호화 기술은 상기 

다양한 비디오 압축툴을 AI기반의 새로운 압축툴

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비디오 부호화 기술의 압축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부호화

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처리하는 단일 

신경망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도 가능하다[8]. 

그림 4와 같이 오디오 신호 대역(코어대역, 중대

역, 고대역)별로 AI를 적용하여 오디오 부호화 기

술의 성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음질에 민감한 코어대역은 선형예측과 잔차신호

에 대해 AI 기술을 적용하여 압축을 수행하고, 중대

역 신호는 AI기반 예측을 통해 손실된 주파수 정보

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압축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고대역 신호는 비트 할당 최소화 및 음질 손상 최

소화를 위해 NN기반의 차원 축소 기술과 선형 양

자화 기술을 적용하여 압축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 MPEG에서 AI기반의 비디오/오디오 부호

화 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차세대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기술에서는 툴 단위

로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 미디어 콘텐츠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기술

미디어 콘텐츠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기술은 미

디어 콘텐츠의 특성을 인공지능기반으로 해석하

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자

동으로 생성하고 구축하는 기술이다.

그림 5는 미디어 콘텐츠의 고유 속성과 시계열

적 특성을 해석하여 유연한 구조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미디어 콘텐츠 자원화 핵심 기술인 

AI기반 콘텐츠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플랫폼이다. 그림 3 AI를 활용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그림 4 AI를 활용한 오디오 부호화 기술 그림 5 AI기반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플랫폼



97조용성 외 / 미디어와 AI 기술: 미디어 지능화

콘텐츠의 속성과 맥락을 지능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AI 학습데이터 구축, 콘텐츠를 해석하여 콘텐

츠의 핵심 구성 요소 및 맥락의 요약 추출, 미디어 

콘텐츠의 시계열 속성의 메타데이터 표현, 메타데

이터를 용이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

라이버시형 메타데이터 인코딩 및 디코딩,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콘텐츠 생산/유통/소비 환경 제공

을 위한 미디어 트러스트 메타데이터 확장 기술로 

구성된다.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의 컨텍스트 분

석을 통해 클립기반 서비스, 하이라이트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콘텐츠의 서비

스 형태 다양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콘텐츠 검색, 미디어 커머스 및 개인화 서비스 제

공을 위한 미디어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 미디어 데이터 자가증식

인공지능 및 딥러닝 연구를 위해서는 레이블이 

기재된 대량의 학습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

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미디어 데이터 자가증식 기술은 소량의 레이블 된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그 수를 늘려 대량의 영상 데

이터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최근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단일 모달리티

(Modality) 데이터에 대한 생성 및 자가증식 기술이 

제안되고 있으며, 실제 모델의 학습 성능을 향상시

키고 있다[9,10]. 미디어 데이터는 음성, 이미지, 

텍스트로 이루어진 다중 모달리티 데이터이며, 연

속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시퀀스 데이터이므로, 

학습을 위한 데이터 증식 과정에서 이런 미디어 데

이터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디어 데이터에

서 순간을 표현하는 프레임은 이미지로 간주할 수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의 자가증식 기술을 쉽게 적

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퀀스 내 데이터의 연속

성을 담보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미디어 데이터의 

자가증식을 위해서는 시퀀스에 대한 변화를 어떻

게 줄 것인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영상 미디어 자가증식 

기술은 이러한 시퀀스 데이터 자가증식을 위한 초

기 시도로 볼 수 있다[11]. 그림 6과 같이, GAN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를 이용하여 미디어 

데이터를 생성한다. 입력으로 초기 영상이 주어지

면, 생성 모델은 개별 프레임을 이전 프레임에서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하

며, 판별 모델에서는 개별 프레임이 실제 프레임과 

동일한 분포에서 샘플링되었는지와 프레임의 시

퀀스가 비디오로서 유의미한지를 동시에 판별한

다. 뿐만 아니라, 각 영상의 클래스 정보를 함께 검

증한다. 따라서 주어진 미디어 데이터와 연속성을 

가지는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자가증

식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미디어 데이터로서 유

의미하면서 동시에 기존 데이터와는 차별화된 시

퀀스 특성을 가지게 되어, 학습데이터의 variance를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 여부는 딥러닝 기술에서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미디어 

데이터의 특성상 초상권,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해소되어야 하

며, 이로 인해 대용량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은 많

은 비용을 동반한다. 따라서 미디어 데이터 자가증

그림 6 영상 데이터 자가 증식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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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기술은 학습데이터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

어 미디어 도메인의 모델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 

볼 수 있다. 

2. 미디어 지능화 핵심기술

가. AI기반 미디어 콘텐츠 제작·편집 기술

AI기반 미디어 콘텐츠 제작·편집 기술은 인공

지능기반으로 스토리와 핵심 내용이 전개될 수 있

도록 영상 등 콘텐츠 구성 요소를 지능적으로 획득

하고 편집하는 기술이다. 

그림 7의 예시와 같이 스포츠 경기를 촬영하는 

다중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주요 플레이어 중

심으로 자동으로 제작하거나, 다중 카메라에서 획

득한 영상의 실시간 검증 및 보정을 통해 다수의 

카메라 영상 중에서 가장 적합한 영상을 선택하고 

보정할 수 있다. 또한, 대량(복수) 영상 소스를 스

토리-시놉시스에 따라 지능적으로 편집하고, 미

디어 콘텐츠 맥락을 이해하여 콘텐츠를 구성하는 

추가 설명이나 자막 등의 부가정보를 자동으로 생

성할 수 있다. 

나. 미디어 콘텐츠 고품질·고화질 변환 기술

미디어 콘텐츠 고품질·고화질 변환 기술은 클

라우드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콘텐츠

의 화질 결정 요소를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화질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핵심 맥락을 유지하는 지능적 

변환 기술이다.

그림 8은 콘텐츠 속성에 대한 인공지능 해석을 

기반으로 화질 결정 요소를 지능적으로 향상시키

는 AI기반 고품질/고화질 변환 기술을 나타낸 것

이다. 

화질 향상 대상 콘텐츠에 대한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청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공간과 

시간 해상도를 증가시키고, 색역 변환 단계에서는 

HDR 색 공간 확장 및 BT709, BT2020 색역 확장 

등 콘텐츠 색 구성 정보의 지능적 확장 및 변환이 

진행된다. 화질 개선 단계에서는 구작 비디오의 

부호화 왜곡 제거 및 화질 향상이 이루어진다. 추

가로 콘텐츠의 관심영역을 중심으로 화면 비율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SD급의 저화질 콘텐

츠를 HD급으로, 2K급 콘텐츠를 4K/8K UHD

급으로 화질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핵심 내용

을 중심으로 화면비를 4:3에서 16:9로 변환하거

나, 가로로 된 영상을 세로로 변환하는 것이 가

능하다. 

기존 제작된 미디어 콘텐츠를 고품질·고화질 

콘텐츠로 변환하는 기술을 통해 UHD 콘텐츠 수

요 대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 고품질/고화질 비디오 

수요 충족 및 콘텐츠 산업 활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AI기반 미디어 제작·편집 플랫폼

그림 8 AI기반 고품질/고화질 변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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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학습기반 초실감 미디어 전송 기술

무선전송에서 대역을 최적화하여 효율을 높이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신호 전송에서 발

생하는 간섭, 주파수 및 시간 주파수상에서 왜곡, 

외부 잡음 등 많은 부분을 극복하여야 하지만, 이

들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모델링하고 예측하기 어

렵다. 최근 이러한 외부 간섭 및 잡음 요소에 대한 

모델링 및 예측을 위하여 기계학습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9는 초실감 미디어 전송의 한계(대역 효율, 

저전력 광대역 전송, 전송 채널 모델 예측)를 극복하

기 위하여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초실감 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계학습기반 초실감 미디어 전송

기술 개념도다. 휴대기기를 통한 대용량 초실감 미

디어 소비 증가에 따라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전

송기술이 요구되지만, 고속 전송을 위해 주파수 대

역폭이 광대역화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개념의 

저전력 통신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으로 기계학습을 통해 송신 신호를 수신

단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학습한 후, 실제 신호를 

송수신한다. 이때 저전력 통신을 위하여 100MHz 

이상 광대역폭에서 3Bits 이하의 낮은 양자화로 샘

플링하여 처리한다. 

기계학습기반의 송수신 최적화를 통해, 기존의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송수신 기

술의 개발 및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용량의 초실감 미디어 전송을 위해 밀리

미터 대역에서 초광대역 신호처리가 필요한데, 이

때 기계학습기반의 저전력 전송기술이 경쟁력 있

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G/6G

기반의 초실감 미디어 전송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DLDH(Deep-Learning based Digital 
      Holography)

DLDH 기술은 그림 10과 같이 기존의 컴퓨터 계

산을 통해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CGH(Computer 

Generated Hologram) 기술, 실제 공간상의 물체로부

터 나오는 광파(Optical Wavefield)를 직접 획득하는 

DH(Digital Hologram) 기술, 그리고 획득한 홀로그

램을 2차원 홀로그램 영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수치복원(Numerical Reconstruction) 기술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한 디지털 홀로그래피(Digital Hologra-

phy) 기술이다[12].

CGH 기술은 실제 물체로부터 홀로그램을 획득

그림 9 기계학습기반 초실감 미디어 전송 기술 그림 10 Deep-learning based Digital Holography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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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신에 가상의 3차원 물체의 홀로그램을 컴

퓨터상에서 계산을 통해 생성해 낼 수 있다. 이와 

달리 DH 기술은 3차원 실제 물체로부터 나오는 

광파 정보를 CCD와 같은 디지털 측정 장치를 이

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을 직

접 획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정교한 

광학 장치를 요구하는 기록 매질(Recoding Material)

기반의 아날로그기반 홀로그램 획득 기술을 대체

할 수 있는 기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

술들로부터 최종 획득된 홀로그램은 컴퓨터상에

서 파면 전파(Wavefield Propagation) 기술을 이용하

여 원하는 위치에서의 파면 정보를 계산할 수 있

어, 이를 이용하면 물체로부터 나오는 파면의 3차

원 공간 전파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시뮬

레이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기술을 응용하면 

수치복원을 통하여 광학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홀로그램 영상을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미리 렌

더링하여 확인할 수 있고, 고가의 복잡한 광학 장

치가 필요한 광학 복원 이전 단계에서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미리 재현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방대한 컴퓨

팅 파워 및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데, 딥러닝 기법

[13,14]과 결합할 경우 계산 시간 및 품질을 획기적

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홀로그램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획득/생성, 압축, 복원 등 

미디어 가치사슬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Ⅳ. 결론

AI 기술은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빠르게 미

디어 산업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AI 기

술을 활용한 콘텐츠 검색 및 추천, 시청자 이용행

태 분석, 자동 자막 생성 및 삽입, 콘텐츠 자동 분

석 및 편집 등의 기술은 기존 기술을 위협할 정도

의 수준으로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고, 로봇 

저널리즘, 인공지능기반 미디어 창작 등의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15].

AI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지능화가 미디어 산업

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미디어 생산 단계에서의 자동화는 앞

으로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해 운영을 자동

화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개인화된 

소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디어 

지능화는 미디어를 쉽게 창작하고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양적으로 풍부해지고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진 

미디어의 불법적 사용, 왜곡, 범죄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의 역기능을 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할 수도 있다. 

미디어의 지능화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디어와 관련

된 다양한 분야의 진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되는 한편, 미디어 생태계의 진입 장벽을 낮춰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이종 사업자 간의 

경쟁을 더욱 심하게 만들고 미디어 생태계의 양극

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 것이다. 

미디어 지능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

소가 되었다. 미디어 지능화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디어 지능화(Media Intelligence)  미디어가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ICT 핵심기술과 결합하여 대용량의 수집·

저장된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Information)

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Media)하는 D-I-M(Data-Information-Media) 지식 가치사슬

을 완성하는 지능화 시대의 미디어 핵심기술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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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AI Arti�cial Intelligence 

CDVA  Compact Descriptors for Video 

Analysis

CDVS  Compact Descriptors for Visual 

Search

CGH Computer Generated Hologram

DLDH  Deep-learning based Digital 

Holography

DH Digital Holography

GAN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HDR High Dynamic Range

HEVC High E�ciency Video Coding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NN Neural Network 

NNAVC  Neural Network based Audio/Visual 

Coding

VCM  Video Coding fo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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