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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HD (High Definition) 또는 3D (Three Dimension) 이상의 고품질 방송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디지털 방송 시스

템은 실시간으로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전 하였다. 특히, 세계 방송 비영리 협회 FoBTV (Future of Broadcast

Television) 는 더 나아가 초 고해상도 UHD (Ultra High Definition) 급 이상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유선

케이블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품질, 다시점 방송 서비스 뿐 아니라 낮은 전계 강도 환경에서 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세계 방송 발전 흐름에 따라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송수신 시스템을 구현하고

수신되는영상의품질을평가하였다. 또한, 구현된통합시스템은지상파로수신되는파일럿신호의크기를분석하여케이블로

재전송 되며 이를 통해 수신 성능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1. 서론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방향 2차원 TV (Television) 방

송이 디지털 HD (High Definition) 방송으로 전환 후 양방향 입체TV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초 고해상도 UHD (Ultra High

Definition) 전송을 위한 요구까지 증대되고 있다 [1]. 이후 유무선 통

합망과이종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방송통신 융합개념의 차세대 방송

은 2012년 DVB-NGH (Digital Video Broadcasting-Next Generation

broadcasting system to Handheld) 표준 제정 이후 ATSC 3.0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표준에서 고려되고 있는

기술이다 [2]. 앞으로 방송 기술의 행보는 다차원 실감 미디어를 통하

여 사용자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감형 멀티

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전망이다. 또한, 실감미디어 방송을

위한 콘텐츠 획득기술, 미디어 처리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등과 같은

실감형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정적 고품질의 서비스 제

공에 대한 이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무선 통합 방송

시스템은 지상파 방송 서비스 사업자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개별적

으로 운영하고있으며리턴 채널 (Return Channel) 을 통한 고품질 방

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현재 고용량 방송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DVB-T2

(Digital Video Broadcasting-Terrestrial Second Generation) 와 케

이블 방송 표준 DVB-C2 (Digital Video Broadcasting-Cable Second

Generation) 를 구현하고 이를 통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 하였다. 특

히 지상파 방송 시스템에서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의 강도를 분석하고

이를케이블 방송을통해송신단에전달하여 수신환경이강인한고품

질 방송 서비스가 제공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지상파/케이블 방송 시스템 및 채널 개요

가. DVB-T2 전송 구조와 채널 모델링

DVB-T2 시스템은 주로 유럽에서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방송 전송 시스템 표준이며 3D 영상을

6MHz 대역에서 최대 40Mbps 이상으로 전송 할 수 있는 방식이다.

DVB-T2 시스템은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반 전송방식을 사용하기때문에 SC (Single Carrier)

방식보다다중 경로환경에서낮은복잡도를 가진수신기를쉽게설계

할 수 있다.

그림 1. DVB-T2 시스템의 최초 입력 처리 과정

그림 1은 입력된 비디오 스트림이비트로변환되어신호처리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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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부분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인터페이스및프레임설계를위하여

데이터는 확률적으로 한 프레임 내의 분포가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Scrambling 및 헤더 삽입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2. DVB-T2 시스템의 BICM 처리 과정

그림 2는 시스템의 최조 입력 처리 과정을 거친 신호가 지상파로

전송되기위한과정을나타낸다. DVB-T2 시스템은 오류정정부호를

BCH (Bose Ray-Chaudhuri and Hocquenghem) 코드 와 LDPC

(Low-Density Parity-Check)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고차원 디지털

변조 방식은 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을 사용하여

수신능률을 높일수 있다. 그림 2와 같은신호처리 방식을 BICM (Bit

Interleaved Coding & Modulation) 과정이라 불린다.

그림 3. DVB-T2 시스템의 프레임 처리 과정

그림 3은 BICM 과정을 거친 하나의 신호가 한 개의 PLP

(Physical Layer Pipe)를 형성하고 L1 (Layer 1) 신호와 결합되어 하

나의셀을형성한다. 데이터서비스가아닌송수신성능을분석하기위

해 본 논문은 L1 신호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4. DVB-T2 시스템의 OFDM 처리 과정

그림 4는 셀 프레임이 OFDM 변조를 위하여 처리되는 과정을 나

타낸다. 다중안테나기법은방송중계기사용유무에따라선택적으로

사용될수있지만현재까지사용되지않고있다. 여기서캐리어모드와

보호 구간길이를설정 하고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어 지상파신호가

송신된다. 이러한 디지털 전송 시스템은 F1과 P1에 따른 다중경로

Rayleigh 또는 Rician 페이딩 채널 상수 위상, 크기 값을 결정 할 수

있으며 이는 표준 문서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나. DVB-C2 전송 구조와 채널 모델링

DVB-C2 시스템은 DVB-T2 전송 과정과 매우 유사한신호 처리

과정을 따른다. DVB-C2 전송 시스템은 그림 1-4와 같은전반적인송

수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Q-delay, 프레임 생성 형태, Dummy tone

기법, PAPR (Peak-to-Average Power Ratio) 감소 기법 등 강인한

수신전계 강도를 위한 기술을 제외한 모든구조가 DVB-T2 시스템과

동일하다 [3]. 케이블 방송 채널 모델링은 일반적인 4경로 다중 채널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종 케이블 간에 발생되는 Cross-Talk 현상까

지 고려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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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는 경로의 수를 나타내고  은 감쇠 상수, 는 Exponent

감쇠상수를 나타내며 0.5에서 1의값을 사용한다. 는경로 에해당

하는 가중치 값을 나타내며 케이블 회선 내의 반사 계수에 의해 결정

된다. 는 경로의 길이를 나타내며 은 케이블 전도 물질의 유전상

수를나타낸다. 표 1은 모의실험에실제사용된케이블다중경로를 겪

은 채널 상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1. DVB-C2 시스템에 사용된 채널 파라미터

감쇠상수

         × 

경로상수

  

1 0.64 200

2 0.38 22.4

3 -0.15 244.8

4 0.05 267.5

3. 모의실험 결과

그림 5. 통합 시뮬레이터 개요도

그림 5는 구현된시뮬레이터의 개요도를나타낸다. 지상파방송은

3D영상을 전송하며 케이블방송은 HD급 영상을실시간으로전송하였

다. 두서비스 시스템은 256QAM 디지털변조를사용하였으며 OFDM

변조에 사용된 FFT (Fast Fourier Transform) 캐리어 모드는 8K, 보

호구간 크기는 1/128를 사용하였으며 LDPC 코드율은 2/3 전송 대역

은 6MHz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파일럿 패턴은 PP1 수신단에서 리턴

채널을 이용하여 송신단에 재전송 요청 결정은 수신된 파일럿의 자기

상관 대비 70% 이하를 기준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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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VB-T2 시스템의 BER 성능

그림 6은 DVB-T2 시스템을 구현하고 가우시안 채널, Rayleigh

, Rician, 0dB Echo 채널에 따른 수신 BER (Bit Error Rate)를 나타낸

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신 SNR (Signal-to-Noise Ratio)는

18dB이상 되어야 하며그렇지못할경우 영상이깨질것을예측 할수

있다. 단일 채널에서는 DVB-C2 역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7. DVB-C2로 수신되는 HD급 영상 결과

그림 8. DVB-T2로 수신되는 3D 영상 결과

그림 7과 8은 실제 HD급 영상과 3D영상을 DVB-C2 및 DVB-T2

시스템에 전송되어 출력되는 영상을 나타낸다. 피드백 정보를 수신단

에서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때문에 다중 채널 환경에서도 영상이 깨끗

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DVB-T2 전송 채널은

TU-6 (Typical Urban) 채널을 이용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은 세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 미래 방송 발전 방향에 맞추

어 지상파 및케이블 방송시스템을구현하고통합하여모의실험을수

행하였다. 실험 결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구현한다면사용자

에게더욱더 고품질의 방송콘텐츠를제공할 수있으며서비스 안정도

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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