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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 규격인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Plus)와 DRM+(Digital Radio

Mondiale Plus) 시스템을 수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수신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아날로그 FM 수신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라디오 수신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각 시스템의 USB

수신기로부터 방송을 입력받아 메모리 공유기법을 통해 일괄 수신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시킨다.

1. 서론

현재전세계의방송시스템은비효율적인주파수대역활용대두,

보다 고품질의 음향서비스 및부가적인데이터서비스의 제공을 원하

는 사용자들의 요구 등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

시스템을 디지털 방송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질적

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지상파 TV 방송의 경우,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북미 규격인 ATSC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고, 이어 1997년 결성되어 라디오의

디지털 화를 추진하던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에서 디지털 라디오의

도입에대한논의를급격하게진행하고있다. 라디오방송의경우아날

로그 FM(Frequency Modulation)과 AM(Amplitude Modulation) 방

송의디지털전환을모색하고있다. 아날로그라디오방송을대체할기

술로는 AM 대역의 디지털 라디오로 DRM30과 HD 라디오 표준이 존

재하며, FM 대역에서는 DAB, DAB+, DMB 오디오, DRM+, HD 라디

오방식이존재한다. 현재 국내디지털라디오추진은주로 FM 방송을

중심으로검토가되고있다. 이러한시대적변화에따라기존의아날로

그 FM 방송수신기를대신하여디지털 라디오방송을 수신할수있는

수신기 및 수신 시스템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FM에 비해서 우수한 수신 성능

을 제공하는 유럽 방식의 DAB+와 DRM+를 수신할수 있는 소프트웨

어 기반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 수신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시스템 개요

DAB+ 시스템은 DAB의 비효율적인 대역폭 활용을 보완하기 위

하여개발된시스템으로써, DAB 시스템의기본구조를유지하면서고

효율의 오디오 압축 기술 및 추가적인 에러 정정 기술을 적용하였다.

DAB+ 시스템은 고효율의 오디오 압축 기술인 MPEG-4 HE-AAC

v2(High Efficiency Advanced Audio Coding v2 Profile;aacPlus v2)

를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음질의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

DAB의 MPEG Audio Layer II를 사용할때보다 세 배 이상 효율적이

며, 동일한 대역폭에 훨씬 뛰어난 음질 및 다수의 오디오 서비스를 제

공한다. 또한, 전송시 고효율의 압축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류 및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Reed Solomon code

(120, 100, t=5)과 Virtual Interleaving 에러 정정 방식을 추가 적용하

였다[1][2].

DRM+ 시스템은 2005년 최초 개발 시 30~12MHz 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나, 2009년 8월 규격발표 때에 174MHz 대역

이하에서사용할수 있도록제정된 표준이완성되었다[3]. 그러나 2012

년 수정된 표준안에서는 Band III(174~240MHz) 대역이 추가됨으로써

30~240MHz 대역까지확대사용가능하다[4]. DRM+ 시스템은전파 환

경과신호의 강건성을중시하여 DRM에적용된 모드 A, B, C, D에 모

드 E를 추가하여 30~240MHz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드

E의 특징은 MSC(Mand Service Channel)는 4QAM과 16QAM을 사

용하고, FAC(Fast Access Channel)과 SDC(Service Description

Channel)은 4QAM을 사용하며, 유효 심볼 대비 보호구간 길이가 1/9

이고, 프레임길이도 100ms로 기정하여선택적페이딩채널환경에대

처할수있도록설계되어전송 용량증대보다신호의 강건성을 중시하

는 표준안이다.

3. 디지털 라디오 수신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DAB+/DRM 디지털 라디오 수신 시스템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PC에 연결된 USB Type의 수신기로부터 전송되

는 각각의 DAB+ 및 DRM+ 프레임을 호스트의 S/W를 통해 분석 처

리한다. 분석된각 오디오 프레임은 aacPlus v2 코덱을 통해 호스트의

오디오 장치를 통해 콘텐츠를 출력하도록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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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B+/DRM+ 디지털 라디오 수신 개념도

디지털 라디오 수신 S/W의 처리 과정은 아래 그림 2에서 보여준

다. 수신 S/W의 선택에 따라서 DAB+ 혹은 DRM+를 스트림을 각

USB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달받는다.

DAB+ 프레임의 경우, 수신된 DAB+ 프레임의 제어 정보를 포함

하고있는 FIC(Fast Information Channel)를분석하여각서브 채널에

전송되는 프레임을 구별 처리한다. DAB+ 서브 채널의 경우 전송 시

발생하는 연속적인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virtual

de-interleaving을 수행한다. virtual de-interleaving 과정 이후 발생

된 에러를 정정하기 위해 사용된 RS code를 제거 후 DAB+ 오디오

Superframe을 추출한다.

DRM+ 프레임의 경우, 동기 정보와 전송 채널에 관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FAC(Fast Access Channel)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오디

오 정보를 포함하는 MSC(Main Service Channel)의 부호화파라미터

와 오디오 다중화 구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SDC(Service

Description Channel)를 분석한다. SDC 데이터를 바탕으로 MSC로부

터 DRM+ 오디오 프레임을 추출한다.

재구성된 DAB+ 혹은 DRM+ 오디오 프레임은 MPEG-4 HE

AAC v2 Decoder에 입력하여 호스트의 오디오 디바이스를 통해서 오

디오 컨텐츠를 출력하는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디지털 라디오 수신 시스템 처리 흐름도

DAB+/DRM+ 디지털 라디오수신 S/W GUI는 아래그림 3과 같

다. 시스템선택에따라 DAB+ 혹은 DRM+가선택이되고, BandIII 주

파수혹은 DRM+의 경우 30~240MHz 대역의서비스를 선택하면해당

대역에서 서비스되고있는 오디오서비스를 확인할수 있다. 수신되는

오디오 서비스를 선택하여 호스트의 오디오 디바이스를 통해 정상적

으로 컨텐츠가 출력되는 것을 통하여 수신 S/W가 정상적으로 동작함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디지털 라디오 수신 S/W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DAB+/DRM+ 방송을 수신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디지털라디오수신시스템을설계및구현하였으며, 실제 신호

수신을 통해 수신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지상파 TV

의 디지털 전환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아날로그 FM 방

송의 디지털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DAB+ 및

DRM+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수신 시스템 구축 기술을 축적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목적 및형태를 가진 서비스를 수신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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