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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pasat과 Arte, 스페인‧프랑스에서 각각 4K HDR 라이브방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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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4K HDR 방송 보급에 나서고 있는 위성통신 사업자 Hispasat는 2017년 7월 5일 왕궁 근위병교대식 행사를
UHD 위성방송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 4월부터 이어온 RTVE와의 UHD 홍보 협업도 계속 진행
프랑스-독일의 문화채널인 Arte는 오페라 Carmen을 비롯해 Festival d’Aix-en-Provence 축제에서 열리는 오페라의
라이브 공연을 4K Ultra HD HDR로 제공할 계획

RTVE와 협업 통해 스페인 전역에서 4K HDR 방송 테스트...UHD 기술 홍보에 적극 나서
▸ 위성통신 사업자 Hispasat는 7월 첫 주 스페인에서 4K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을 통한 라이브 TV 방송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 Hispasat는 RTVE와의 협업을 통해 2017년 7월 5일 12시에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Solemn
Changing of the Royal Guard)을 방송으로 내보낼 예정
• 이 행사는 현재 RTVE에서 테스트 중인 4K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마드리드에서는 채널 32, 바르셀로나에서는
채널 43, 세비야에서는 채널 36에서 시청 가능하며, 4K HDR을 지원하는 TV 단말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음
• Hispasat는 스페인 전역에서 4K HDR 방송 서비스를 개척하기 위해 Ateme, Loewe, LG, Dolby, Cellnex, Albala,
Abacanto, Grass Valley, Crosspoint, EVS, Moncada y Lorenzo, Canon, Huri를 비롯한 수많은 업체들이
Hispasat과 RTVE의 협업 프로젝트에 동참했다고 설명
• Hispasat과 RTVE는 지난 4월부터 RTVE의 Botón Rojo (붉은 버튼 서비스) 콘텐츠를 위성으로 제공하고 Teatro
Real의 오페라 Parsifal을 위성을 통한 라이브 4K 방송으로 송출하는 등 Ultra HD 기술 홍보를 위해 이미 협력해
오고 있는 상태

문화채널 Arte, Festival d’Aix-en-Provence 축제 공연실황 4K UHD로 제공
▸ 한편, 프랑스-독일을 아우르는 문화 전문 방송채널 Arte는 Georges Bizet의 오페라 Carmen을 3개의 위성에서 4K
Ultra HD HDR로 제공할 예정
• 이 방송은 Festival d’Aix-en-Provence 축제에서 열리는 오페라의 라이브 공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7년
7월 6일 목요일 시작
▸ 이와 함께, 파리 에펠탑의 TNT 플랫폼 채널을 통해 파리에서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
• Arte는 Carmen 방송 외에도 7월 9일 Pinocchio, 7월 11일 The Rake 's Progress 등 Festival d’Aix-en-Provence
에서 열리는 두 가지 공연을 Arte Concert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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