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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 data rate increasing technique for T-DMB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system. With 
the application of hierarchical modulation, it is possible 
to increase data rate and improve services. We conducted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proposed hierarchical 
modulation in AWGN channel and showed the BER 
analysi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shows possibilities to increase the data rate with 

a moderate degradation of the existing system.

Ⅰ. 서 론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은 차를 타고 이동 일 때, 걸

어갈 때  자리를 옮겨 다닐 때도 휴 단말기를 통해

서 TV 방송의 지상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은 TV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 알려진 지상  이동

멀티미디어 표 으로는 WorldDAB를 심으로 한 

T-DMB, DVB를 심으로 한 DVB-H[1] 그리고 컴

을 심으로 한 MediaFlow가 있다. 

  본 논문은 T-DMB 시스템에 해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송률

을 개선하기 한 변조기법에 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에 

한 소개를 하고, 제Ⅲ장에는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에 

용 가능한 송률 개선기법을 제안하 고, 제Ⅳ장에

는 제안된 기법의 성능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도

시하 다. 그리고 제Ⅴ장에는 연구결과의 용성과 향

후연구 방향에 하여 언 하 다.

Ⅱ. 이동멀티미디어 시스템 개요

이 장에서는 T-DMB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T-DMB 시스템은 고정, 

휴   이동환경에서 CD  음질을 제공하는 

Eureka-147 DAB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Eureka-147 DAB 시스템은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

이 5가지의 데이터 경로를 가진다. FIC와 SI는 다 화 

 서비스 정보를 보내고, DAB 오디오 임 채 은 

DAB 오디오 서비스에 이용된다. Eureka-147 시스템

에는 패킷모드와 스트림모드의 2가지 주요 데이터 채

이 있다. 패킷모드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에 이용

되고, 스트림모드는 DMB 로세서에 의해 만들어지는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림을 보내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하나의 스트림으로 다 화 되어 OFDM 

변조를 거쳐 송된다[2].

그림 1. Eureka-147 기반 T-DMB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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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된 송률 개선 기법

 T-DMB 시스템에 해 기존의 송표 을 유지하면

서 송률을 높이는 방법 의 하나는 계층변조 기법

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에 해 변조된 신호

를 HP(high priority), 새롭게 추가되는 계층변조 신호

를 LP(low priority)라고 할 때, 계층변조가 용된 

T-DMB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계층변조된 신호의 성상은 그림 1. 과 같이 나타난다. 

HP 신호는 DQPSK 변조가 용되고, LP에 QPSK를 

용한 경우와 DQPSK를 용한 경우의 성상도가 그

림 2.과 같이 나타난다[3]. 이 게 변조한 경우에는 기

존에 비해 2배의 송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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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층 변조된 신호의 성상도 : (a), (b)는 

HP=DQPSK, LP=QPSK 일 때 홀수  짝수 OFDM 

심볼 성상; (c), (d)는 HP=DQPSK, LP=DQPSK 일 때 

홀수  짝수 OFDM 심볼 성상

Ⅳ. 실험  고찰

제안된 계층변조 기법(  )을 AWGN 채 에서 약 

720개의 OFDM 심볼을 용하여 BER을 분석하 다. 

이러한 계층변조에 해 AWGN 채 에서 성능 분석

을 실시하 다. SNR에 한 BER 분석 곡선이 그림 2.

에 나타나 있다. 이 분석결과로부터 HP는 약 9.6dB, 

LP는 약 17.8dB 정도의 SNR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HP는 기존 시스템과 약 2dB 정도의 성

능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송신신호를 1.6배 

정도 크게 송신하면, HP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방송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LP 방송 실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계층변조된 신호의 BER 분석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DMB 시스템에 해 기존의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송량을 개

선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송신 력을 1.6배 크게 하면 HP는 기존과 동일한 성능

을 가지면서, LP에 의해 새로운 방송 실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LP의 성능 개

선 방안연구와 이동채 에서 성능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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