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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broadband wireless communication implemented at subway tunnels is growing

up. At 18GHz wireless video transmission system, the transmitter requires a digital modulation

method. At subway tunnel, A 18GHz's influence of the multi-pass padding is strong. OFDM digital

modulation that is strong for multi-pass padding is recommended. In this paper, Suitable to a

subway wireless video transmission OFDM receiver is designed. OFDM receiver system has 6dB

gaion because uses diversity of space diversity and MRC(Maximum Ratio Combining) diversity.

The transmitter system use C&ITechnologies's transmitter board. IF frequency of receiver is

480MHz. OFDM modulation parameter is as follow, The bandwidth is 8MHz, The numuber of

carrier if 2,000, The modulation methode is QAM16, The guard interval is 1/32.

------------------------------------------------------------------------------------

  

1. 서 론

지하철에서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18GHz 무선을 이용한 영상

전송시스템에서 송신기는 디지털 변조방식을 필요로 한다. 지하터널에서 18GHz는 멀티패스페이딩의 영

향이 강하므로 멀티패스에 매우 강한 OFDM 디지털 변조 방식이 추천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철 무선

영상전송에 적합한 OFDM 수신기를 설계하였다. OFDM 수신기는 공간다이버시티와 최대 가중치 합성

방식의 다이버시티 수신기능을 수행하여 약 6dB의 수신 이득을 가진다. 시험에 필요한 송신 시스템은

씨아이테크에서 개발한 OFDM 송신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수신기의 IF주파수는 480MHz를 사용하였으

며 OFDM변조의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OFDM 캐리어 대역폭은 8MHz, 캐리어 수는 2,000개, 변조방

식은 QAM16, 가드인터벌은 1/32 이다.

2. 본 론

2.1 열차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

차지상간 영상전송시스템은 승강장과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지상간 무선데이터통신을 통하여

실시간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사령실/역무실과 전동차 운전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승강장 및 객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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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일반적으로는 두 시스템 모두 승객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에 의거 도입이 진행 중이다.

2.1.1 18GHz 양방향 무선영상전송시스템

양방향 무선영상시스템은 대열차 공간화상시스템과 객실감시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이다. 대열차 공한

화상시스템은 승강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승무원이 운전실에서 역사 진입전, 정차 중, 출발 후 승강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승강장 영상을 표출하여 전동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대열차공간화상

시스템은 지하철, 열차등에서 승무원이 1인 운전을 할 경우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다. 객실 감시시스템은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객차내 영상신호를 차지상간 영상전송시스템을 통해 역사로 전송하여, 실시

간 객차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시스템이다. 무인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열차시스템에서는 객실 감시

시스템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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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GHz 양방향 무선영상전송 시스템

2.1.2 18GHz 무선영상 시스템의 구조

18GHz 무선영상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승강장의 영상은 화면분할기에서 4분할한 후 영상압

축기에서 MPEG2/4 영상 압축한다. 영상압축된 신호는 MPEG2-TS신호로 OFDM모뎀에 전송되어

OFDM변조 되어 IF신호로 출력된다. 출력되는 IF OFDM 신호의 대역폭은 8MHz이다. IF OFDM신호는

주파수 상향변환기에 의해 18GHz로 변환된다. 18GHz의 최고 출력 채널 파워는 20dBm(100mW)이다.

시스템의 송신측 한테나는 패치 안테나를 사용하고 안테나 이득은 +15dBm이다. 수신측은 수신안테나에

서 입력된 OFDM신호를 IF신호로 주파수 하향 변환한 후 OFDM 수신기에 신호 복호하여 의해 MPEG

디코더로 MPEG-TS를 전달한 후 MPEG2/4디코더로 영상을 복호하여 영상을 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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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8GHz 무선영상전송시스템 구성도

2.2 OFDM 수신기

본 본문에서는 OFDM송수신 시스템에서 수신측 장치로 OFDM 수신기를 설계 및 제작 하였다.

그림 4. 제작한 수신기 보드이다. 다이버시티 기능을 수행하도록 수신칩을 2개 사용하였다. 다이버시티

기능에 의해 이론적으로 약 6dB의 수신감도 개선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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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신기 시험 보드

그림 5. OFDM 수신기의 기능 블록도 이다. 튜너에 의해 수신된 OFDM신호를 복호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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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신기 기능 블럭도

2.2.1 RF 튜너

그림 6.는 RF 튜너의 블록 다이그램을 간락히 나타낸 것이다. 각 내부 블록은 이후 절에서 설명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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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1) RXRF

RXRF의 기능은 안테나에서 전달받은 신호를 가능한 적은 노이즈를 가지도록 증폭한다. 믹서(Mixer)

에서 최대 신호를 줄이기 위해 이득(Gain)이 0.125dB 스텝으로 조정될 수 있다. WBD의 기능은 디지털

배이스밴드 복조기가 RF입력이 어느 정도로 작게 수신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RXRF의 출력에 대한 신

호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2) MIXER

믹서의 기능은 Radio frequency(RF)로부터 베이스밴드 주파수로 신호를 다운 컨버트 한고, 채널에 대

한 선택을 수행한다. 이 기능은 LO 주파수의 선택을 통해 구현된다.

믹서부는 2개의 개별 믹서로 구성된다. 양쪽 믹서는 같은 사양과 동작 조건을 가지는 양쪽 믹서에 다

른 LO 신호를 제어한다.

(3) Baseband

베이스밴드는 BBVGA와 필터로 구성된다. 필터 대역폭과 이득은 프로그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베이스밴드 는 두 개의 서브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I-채널이고, 다른 하나는 Q-채널이다.

(4) LO

PLL은 다운컨버젼에 필요한 I 채널 LO신호와 Q채널 LO신호를 생성한다.

(5) ADC

이 블록은 차동입력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 한다. 최대 샘플링 주파수는 30MHz이다. 그리고 양족

ADC는 10bit의 비트 해상도를 사진다.

2.2.2 복조기

(1) Analog ADC

베이스밴드와 RF에서 동시에 자동 이득 제어(AGC)를 수행한다.

(2) IQ 장애 보상

수신기는 베이스밴드 출력 튜너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RF에서 zero IF 주파수로 직접 다운 컨버

젼하고 인페이즈와 아웃어브 페이즈 신호에 대해 분리된 리얼 베이스밴드 필터링을 수행하므로 두 부

분의 입력에 대해 약간의 이득과 위상 불일치가 나타 날 수 있다.

IQ 장애 보상 알고리듬은 신호에 대해 필요한 보정치을 추정하고 적용한다. 지원 가능한 최대 IQ 이

득 불균형 차는 30도 까지 이다.

구현된 알고림듬은 아날로그 인접 채널의 존재 가능성까지 고려한다. 위상 추정에 따른 이득은 모바

일 수신 조건에서 강하다. 특정 작은 임펄스 노이즈 와 스퓨리어스 노이즈에 대해 영향받지 않도록 작

용한다.

(3) 주변 잡음 보상

이 블록은 임펄스 잡음에서 기인한 버스트 잡음을 제거한다. 이러한 알고리듬은 모바일 환경과 다른

스퓨리어스와 시간 버스트 환경하에서 매우 유용하다.

(4) 베이스밴드 주파수 오프세트 보상

직접 디지털 합성기 (DDS)는 ADC의 출력에서 베이스밴드 신호의 주파수 오프세트 보상해 준다.

DDS 주파수는 인첩채널의 제거를 위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아날로그 인접 채널의 경우, 튜너의

출력에서 임의 주파수 오프셋을 발생시키지 않고 비디오 캐리어를 더 잘 제거하기 위해 주파수를 시프

트 한다.

덧붙여, 동기화 블록은 디지털 필터링을 위해 DDS 주파수를 신호의 스펙트럼 위치에 맞추기 위해 조

정한다.

(5) 인터폴레이션 과 필터링

DDS 블록의 출력에서 베이스 밴드 신호는 이터폴레이터로 전달된다. 인터폴레이터는 FFT size (2K

에서 2048, 8K에서 8192)를 반으로 나눈 OFDM 심볼 주파수에 동등한 주파수로 신호를 재 샘플링한다.

두 경우에서, 재 샘플링 주파수는 같다. 8Mhz DVB-T 채널에 대해 18.28MHz 이다.

인터폴레이터 출력은 다른 요구되는 프로세싱을 하기 전에 인접 채널 파워를 줄이기 위해 높은 리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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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능력(40dB)을 가지는 디지털 필터로 공급된다.

(6) Guard time removal

동기 프로세서에 의해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이 블록은 OFDM 심볼 안에 FFT 윈도우를 위치시킨

다. FFT는 선택된 샘플에 대해 수생 될 수 있다. FFT 윈도우는 검출 블록은 높은 감도로 검출을 수행

한다. 특히 짧고 긴 감쇄된 에코에 대해 감도가 높다. 포지션닝은 디모듈네이터가 가드인터벌 밖에 있

는 에코까지도 최적의 FFT 위도우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ISI(inter-Symbol-Interference)의 추정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7) FFT & Phase

이 블록은 FFT를 수행한다.

(8) 채널 추정기 (Channel estimator)

이 블록은 시간 변화형 채널 주파수 응답에 대한 추정을 한다. 추정은 COFDM신호에 포함된 파일롯

신호에 기초한다. 첫 번째 추정은 주파수 인퍼폴레이션에 다른 시간 도메인에서 이루어 진다. 인터폴레

이션은 8K모드에서 +/-120Hz이고 2K모드에서 +/- 400Hz인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는 변화하는 채널을

추적과 획득을 위해 시간과 주파수 두 방향에서 조정 된다.

(9) 이퀄라이져 와 FFT 누설 보상

이 블록은 이동 환경의 경우에 인접 캐리어에 의해 생성되는 ICI(Inter Carrier Interference)를 제거한

다. 고정형 또는 포터플 환경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 블록은 각 캐리어의 감쇄에 대한 보

상을 하는 단순 이퀄라이져로 동작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캐리어(OFDM 전송의 베이시스) 사이의 간섭을 만들어서 직교성이 훼손된다. 이런

간섭은 도플러 채널에서 증가하고 C/I ratio를 감소시킨다. 2K 모드에 비해 8K모드에서 이런 성능저하

가 4배 더 중요하다.

이 블록에 의해 생성되는 보상이 없다면 8K모드에서 ±20Hz를 넘는 도플러 주파수에 대해 성능저하는

매우 심각해지고 비트에러율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10) Diversity combiner

이 블럭은 두 복호기의 스트림을 Maximum Ratio Combiner(최대 가중치 합성)방식으로 합성한다. 이

첫쌔 스트림은 FFT 누설 보상 블럭에서 공급되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인접 회로에서 보내온다. 합성전

에 두스트림 사이에서 동기화가 수행된다. 두 경로 사이의 견딜수 있는 최대 지연 시간은 8K 모드에서

440µsec이고, 2K모드에서 110µsec이다. 두 경로에서 주어진 채널 상태 정보 (CSI)는 최적의 방식으로 합

성된다.

이 새 합성된 스트림은 Viterbi 와 FEC 프로세싱 후에 MPEG2 패킷을 추출하는데 사용되거나 다이

버시티를 사용하는 다른 복호기 신호에 합성된다. 이 경우 새로운 스트림은 다른 회로에서는 외부스트

림이 된다. 이런 프로시듀어를 반복하여 여러신호의 다이버시티 합성이 수행될 수 있다.

(11) Viterbi Decoder

이 블록의 입력은 다이버시티가 사용되니 않을 때에는 FFT 누설 보상 블록에서 공급된다. 다이버시

티가 사용될 때는 다이버시트 블록에서 공급된다. 비터비는 채널 상태 정보(CSI) 소프트 디시젼 프로세

싱에 사용한다. 덧붙여 이 블럭에서 내부 디인터리빙이 이루어진다. CSI는 보조 채널 간섭을 합산하기

위해 비터비 디코더 프로세싱 전에 이 블록에서 조정된다.

(12) FEC

비터비 디코더의 출력 비트는 외부 디인터리빙 처리되고, 리드-솔로몬 디코드된다. 그리고 전용 디먹

스로 전송하기 전에 디스크램블 된다. FEC는 두 개의 동기화 인디게이터를 제공한다.

- 싱크 워드 위치가 검출되었을 때 프레임 락 인디게이터

- 최소 7개의 연속된 올바른 MPEG2 프레임이 수신되었을 때 MPEG2 락 인디게이터

비트에러율 추정도 FEC에 의해 계산된다.

(13) TPS

TPS 파라메터는 C/(N+I) (dB)가 0dB이하 까지 떨어질 경우도 추출 가능하다. 이 수행은 스캐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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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축시켜 주므로 안테나 설치를 간단히 할 수 있다. 스캐닝은 안테나가 잘 위치되지 않을 때 초다

수행된다. TPS 파라메터는 수집되고, Cell Id 정보는 안테나 방향을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4) Synchronization control

이 블록은 다른 여러 블록돠 인터페이스 하고 동적으로 제어한다.

- 주파수 오프세트를 추정하고 DDS 주파수를 조정한다.

- 심볼 클럭을 추정하고 인터폴레이터를 설정한다.

- 가드 타임 포지션을 결정한다.

TPS 파라메터를 감시하고 여러 블록의 설정을 필요하면 자동으로 설정한다.

2.2.3 수신성능 시험

개발한 OFDM 수신기를 OFDM송신기과 연동하여 수신 감도 및 CNR등의 특성을 시험하였다. 지하철

영상전송 시스템에서 목표로 하는 평균 8Mbps이상의 전송율을 만족하기 위한 OFDM 파라메터 설정은

2K, QAM16, 코드율 1/2, 가드인터벌 1/32이다.

표1은 OFDM 파라메터에 따른 CNR 수신 감도를 나타냈다. OFDM모드와 코드율 파라메터는 지하철

내의 열악한 특성에 따라 적용가능한 2K모드 와 1/2과 2/3에 대해서 특성을 시험하였다. 수신기를 지하

철 영상전송시스템에 적용하면 수신감도 -90dBm 이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험결과 지하철 영상전

송에 적합한 특성을 만족하였다. 신호의 감쇄에 따른 특성시험으로 Guard interval은 수신감도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 실제 지하철 터널환경에서는 Guard interval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Modulation
Code

rate

Guard interval

1/4 1/8 1/16 1/32

QPSK
1/2 3 3 3 3

2/3 4.8 4.8 4.8 4.8

QAM16
1/2 8.5 8.5 8.5 8.5

2/3 11 11 11 11

표 2. OFDM 파라메터에 따른 CNR 수신감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하철 무선 영상전송에 적합한 OFDM 수신기를 설계하였다. OFDM 수신기는 공간다

이버시티와 최대 가중치 합성 방식의 다이버시티 수신기능을 수행하여 약 6dB의 수신 이득을 가진다.

수신특성을 시험한 결과 양호한 수신 특성을 가졌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도시철도표준화2단계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07도시철도표준화A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안준오 외, “지하철 무선영상전송장치용 주파수 분배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2007

2. 송기홍, “지하철 터널 형태에 따른 2.4GHz 대역 무선영상 신호의 페이딩 특성”, 한국해양정보통신학

회, 제12권 제2호, pp223-230, 2007

3. 정상국, 최갑봉, 안태기, 김백현, 박종철, 양동석, “18GHz 차지상간 양방향 영상전송시스템의 도로및

터널 구간에서 경로손실 특성”, 대한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4. 김백현, 신덕호, “열차무선시스템 최신 연구 동향”, 철도학회, 07, 2004

2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