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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ATSC 지상파 DTV 방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가데이터 송수신 기술을 이용한 

방송망 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송망 관리시스템은 기존 송/중계기의 교체 없이 방송망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 없이 수 Mbps의 데이터를 추가로 전송할 수 

있다.  

 

1. 서론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의 종료 및 DTV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망의 분석 및 관리 기술 역시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망의 분석 및 관리는 

사람이 직접 송/중계소에서 장비를 제어하거나, 값비싼 

이동통신망을 임대하여 방송망의 제어 및 관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파수 자원이 요구되지 않고, 기존 송/중계기의 교체 없이 

방송망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상파 방송망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ATSC 지상파 DTV 방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가데이터 송수신기술을 이용한 방송망 

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송망 관리시스템은 기존 

송/중계기의 교체 없이 방송망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 없이 수 Mbps의 

데이터를 추가로 전송할 수 있다. 

 

2. 부가데이터 송수신 기술 
본 절에서는 ATSC 지상파 DTV 시스템의 전송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가데이터 송수신 기술을 설명한다 [1][2]. 

부가데이터 송수신 기술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핵심기술을 

사용하여 수 Mbps의 부가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계층변조 

부가데이터와 기존 DTV 신호를 결합하기 위해서 TxID 

(Transmitter Identification) 신호의 삽입과 같은 계층변조 

기술이 사용된다. 부가데이터 삽입을 위해 A/110B 표준에서 

TxID 신호 삽입을 위해 사용되는 단순 2-VSB 변조기법과 8 

단계의 다른 삽입레벨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계층변조 

기법은 기존 6 MHz RF 대역에서 전송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대역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DTV 수신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 [3]. 
 

DTV 신호제거 

부가데이터 측면에서 가장 큰 간섭신호는 DTV 신호이기 

때문에, 부가데이터를 정확히 검출하기 위해서는 오류정정 

복호기 전에 DTV 신호가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DTV 

신호는 등화기 출력신호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DTV 신호 

검출기는 등화기 출력, TCM 복호기 출력, 그리고 RS 복호기 

출력에서 검출될 수 있다.  
 

오류정정 부호 

최근에 개발된 Turbo 부호 또는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 등이 부가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신을 위해 

요구되는 SNR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균일 LDPC를 사용한다 [2]. 

 

3. 지상파 방송망 관리시스템 
본 절에서는 기 개발된 부가데이터 송수신 기술을 활용한 

ATSC 지상파 방송망 관리시스템을 제안하며, 그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제안된 관리시스템은 부가데이터 송수신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파 DTV(ATSC)와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 없이 방송망 관리 정보를 방송채널을 

통해 부가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안된 

관리시스템은 기존 송/중계기의 교체 없이 방송망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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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송수신 기술을 활용한 지상파 방송망 관리시스템 

 

구현된 방송망 관리시스템 

기 개발된 부가데이터 송수신기술을 이용하여 지상파 방송망 

관리시스템을 그림 2와 같이 구현하였다. 특히, 수신기에서  

오류정정복호기(LDPC 복호기)의 복잡도를 대폭 줄임으로써 

상용화 시 소요되는 하드웨어 제작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FPGA 칩(StratixⅢ EP3SE260F1517I4L)의 Logic 사용율은 

58%에서 10%로 줄었으며, Memory 사용량은 87%에서 

57%로 감소하였다. 

 

그림 2. 부가데이터 송수신 통합 IF 보드 

 

실험실 테스트 

개발된 지상파 방송망 관리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실험실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실험실 테스트 구성도 

 

① DTV 신호와 부가데이터를 각각 DTV 및 부가데이터 

송신기에 입력 하여 DTV 신호에 부가데이터를 삽입한 후 

케이블을 통해 RF 주파수 대역으로 전송한다. 이때, 

부가데이터는 DTV 신호 대비 30 dB 작게 삽입한다. 

② 잡음생성기로부터 생성된 잡음의 크기를 조절하여 SNR 을 

달리하면서 전송신호에 더한 후 부가데이터 수신기로 

입력한다. 

③ 부가데이터 수신기에 입력된 신호로부터 부가데이터를 

추출하여 채널복호화(LDPC 디코딩)를 한 후 각각의 

SNR에 따른 비트 에러율 (BER, bit error rate)을 

계산한다. 

그림 3은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방송망 관리시스템의 BER 

성능을 나타낸다. 개발된 시스템은 0.25 ~ 2 Mbps 방송망 

관리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NR 기준 17 ~ 26.5 

dB에서 방송망 관리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신하였다. 

 

그림 3. 개발된 방송망 관리시스템의 BER 성능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DTV 방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가데이터 송수신기술을 이용한 방송망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송망 관리시스템은 기존 송/중계기의 

교체 없이 방송망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기존 망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이동통신 망 방식은 망 

사용료의 지불로 인한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통신 

서비스가 불가능 한 곳에서는 중계기의 망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상파 방송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부가데이터를 위한 

장비의 추가 설치만으로 망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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