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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B 대역에서 DAB 채널의 효율적인 채널 배치 방안

The Efficient Allocation Method of DAB Channels on T-DMB 

Frequency Band

김주석*, 김경석**

Joo-Seok Kim, Kyung-Seok Kim

요  약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아날로그 미디어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라디오 방송은 아직 아날
로그 방식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고 디지털라디오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주파수 효율이 저하되
는 등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DAB는 디지털 
라디오 방식중 하나로써, 기존 AM/FM 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T-DMB 대역을 이용한다. 따라서 기존 라디오 방송에 
간섭없이 동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미 사용중인 T-DMB 방송에 간섭을 주지 않고 채널을 배
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T-DMB 대역에서 디지털 라디오를 위한 효율적인 DAB 채널배치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T-DMB 방송에 간섭을 주지 않고 DAB 방송채널을 배치하였고, 모의실험을 통해 간섭영향을 도출하
여 제안된 방안을 검증하였다.

Abstract  Analog medias are converting to digita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communications. The 
Korean radio broadcasting services yet on analog and the research for the digital radio is progressing. The 
digital conversion of radio broadcasting has already progressed in foreign countries because of the technical 
limitation of analog broadcasting(The radio-frequency efficiency is poor). DAB is one of the digital radio mode. 
it doesn't use on AM/FM band and uses on T-DMB frequency band. So, it has an advantage of being able to 
broadcast with the existing radio without interference at once. On the other hand, it has the potential to cause 
interference to existing T-DMB broadcast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DAB channel allocation 
method for digital radio on T-DMB frequency band. This paper allocates the DAB channel without interference 
to existing T-DMB broadcasting and proves the proposed method through simulations for the interference analysis.

Key Words : 디지털라디오, DAB, T-DMB, 채널 배치, 전파 간섭분석

Ⅰ.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 으로 기존 여러 종류의 아날로그 

미디어가 디지털로 환되고 있으나, 라디오에 한 디

지털 환은 상 으로 뒤처지고 있는 편이다. 그 동안 

방송에 한 디지털화 과정이 TV 매체에 집 됨으로써 

상 으로 라디오의 디지털 환에 한 필요성이 늦춰

졌기 때문이다. 그 로 디지털 라디오 도입을 해 논의

되었던 DAB가 DMB로 탈바꿈 하여, 라디오 보다는 비

디오 주의 새로운 멀티미디어 방송매체로 환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요구와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서

는 라디오의 디지털화가 필요한 시 이다. 한 라디오

를 디지털로 환할 경우, 해당 역의 주 수 효용성이 

아날로그에 비해 훨씬 증가한다. 부족한 주 수 자원의 

효과 인 활용을 해서도 라디오의 디지털화는 필수

이라 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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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DMB대역 세부 구조
Fig 1. Detailed structure of T-DBM frequency band

디지털라디오는 송 방식에 따라 미국의 IBOC 

(In-Band-On-Channel), 유럽에서 표 화된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미국, 유럽기업의 연합 컨소시엄이 

개발한 DRM(Dgital Radio Mondiale) 등으로 나 다
[2]. 

IBOC은 HD Radio로도 불리우며, 미국의 iBiquity 

Digital Corporation사에서 개발하여 2003년부터 미국에

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디지털 라디오 기술로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 역 아래에 동일한 방송의 디지털 신

호를 추가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송을 제공하는 방식

이며, 디지털 환을 해서 새로운 주 수 역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DAB 방식은 IBOC와 함

께 FM 방송의 국내 디지털 환 후보방식 의 하나로

써,  재 유럽  다수 국가에서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다. 유럽의 방송통신 표 화 기 인 ETSI에서 1995

년 유럽 표 (ETSI EN 300 401)으로 채택하 으며, 

ITU-R에서는 BO.1130-4의 권고안에 System A로 채택

되었다[1]. DRM은 30MHz 이하의 주 수에서 개발된 디

지털 방식으로 2009년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승인을 받았다. AM 방송의 디지털 

환방식으로 각 을 받았으나, 최근 용 주 수 역

을 120MHz까지 확장한 DRM+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FM 방송 역까지 디지털 환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다.

재 아날로그 라디오는 낮은 주 수 사용 효율  이

동시 수신 신호 품질 하, 잡음의 향, 력효율 감소 

등의 기술 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3].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하여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환은 필수 이다. 

하지만 디지털 환을 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기존 아날

로그 라디오 방송과 동시방송을 해야하므로 국내 주 수 

사용 실정에 맞도록 효과 으로 채  배치를 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라디오 송방식  DAB 방식을 

고려하여 국내 라디오 환경에 맞는 효율 인 채 배치 

방안에 해 연구한다. 2장에서 DAB의 기술개요에 한 

내용을 다루고, 3장에서는 효율 인 채 배치방안을 제

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채 배치방안을 검증하기 

한  간섭분석환경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 모의실

험을 통해 간섭 향을 도출하고 채 배치방안을 검증한다.

Ⅱ. DAB(Eureka-147) 기술

DAB는 1987년부터 유럽에서 추진된 차세  디지털라

디오 로젝트 Eureka-147 (European REsearch 

Coordination Agency project-147)을 칭하는 것으로, 

재 국내에서 서비스 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와 동일한 디지털방송 방식이다
[1]. 다만 비

디오 서비스 기능의 포함 여부에 따라 DMB와 DAB로 

구분한다. DAB는 기존의 아날로그 AM/FM 방송보다 

잡음에 강하고, CD 수 의 고품질 방송이 가능하며, 주

수 채 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DAB는 Out-of-band 방식으로써 기존 AM/FM 

역 외에 타 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AM/FM 방송

에 간섭없이 동시 방송이 가능하다. DAB 기술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항목 규격

사용 주 수 Band-I, II, III, IV, L-Band

송 방식 OFDM

변조 방식 DQPSK

반송  수 1536

반송  역폭 1kHz

유 주 수 역폭 1.712MHz(Guard 포함)

주 수 분해능 16kHz

오디오 부호화 방식
MUSICAM
MPEG-1 Audio Layer II(48kHz)
MPEG-2 Audio Layer II(24kHz)

오디오 샘 링 24kHz, 48kHz

표 1. Eureka-147 방식 요약
Table 1. Summury of Eureka-147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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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147방식은 유럽의  지역, 캐나다, 만, 호

주, 싱가폴 등에서 국가 표 으로 채택하 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2001년 12월 디지털 라디오를 한 표 기술로 

채택한 바 있다.

재 국내에서 고려 인 DAB 방식 후보채 은 

174~216MHz의 TV채  7~13번 역으로 T-DMB 방송

용으로 사용 이다.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채 이 6MHz

를 유하고 있으며 하나의 채 당 1.526MHz 역의 세 

개 앙상블(A, B, C)로 나 어 사용한다. 한 채  안에서 

앙상블 간의 보호 역은 193kHz이며 인 채 간의 보

호 역은 1008kHz이다. DAB 방식은 하나의 앙상블에 9

개의 방송매체가 동시에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한 채  

체를 DAB에 할당할 경우 총 27개의 방송이 가능하다
[4]. 이 T-DMB 역에 DAB 채  배치를 하기 해서는 

재 사용 인 T-DMB방송에 간섭을 주지 않도록 고려

를 해야 한다.

Ⅲ. T-DMB대역에서 DAB를 위한 채널 
   배치 방안 제안   

DAB 채  배치를 해서는 우선 국내 T-DMB 방송

황을 고려해야 한다. 재 국내 T-DMB 방송은 그림 

2와 같이 국에서 각 권역별로 채 을 할당하여 사용하

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방송 매체수가 많아 8번과 12번

의 두 개 채 을 할당하여 사용 이며, 그 외의 권역에

서는 하나의 채 을 사용하고 있다. 각 권역에 포함되는 

여러 송신소들은 SFN(Single Frequency Network)을 통

해 동일 주 수를 사용한다. 만일 수도권에서 DAB를 

한 새로운 채 을 할당하기 해서는 8번과 12번을 피해

야 한다.

그림 2에 나타난 T-DMB 권역은 국을 8개의 권역

으로 통합하여 할당한 것으로,  FM에서 방송 인 지

역방송 권역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방송 권역을 

유지해주기 해서는 기존 T-DMB 방송권역과는 다른 

지역방송 권역을 형성해주어야 한다. 표 2에 권역별 FM 

지역방송 정보를 나타내었다. 각 지역별 매체 수는 해당 

권역의 각 지역에서 방송 인 방송매체 수를 뜻한다. 

를 들어 [ .충청] 권역의 청주 지역에 송출되는 방송

매체 수는 9개이다. 따라서 [서울.경기] 권역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방송의 세 개 지역권역을 보장해야 한다. 강원

권은 네 개, 충청권은 세 개의 지역방송이 사용 이다. 

따라서 권역별 지역방송에 해 방송 매체수를 고려하여 

각각 채 을 할당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2. 전국 T-DMB 채널 할당 현황 (현재)
Fig. 2. Allocation situation of Korean T-DMB 
       channel (current)

권역 지역 방송

서울.경기

지역

(송신소)

서울

( 악산)

경기

( 교산)

인천

(수 산)
-

매체수 21 1 2 -

강릉.강원

지역

(송신소)

강릉

(괘방산)

원주

(백운산)

춘천

( 룡산)

삼척

( 록 )

매체수 11 7 11 6

.충청

지역

(송신소) (식장산)

청주

(우암산)

충주

(가엽산)
-

매체수 10 9 7 -

부산.경남

지역

(송신소)

부산

(황령산)

울산

(무룡산)

창원

(불모산)

진주

(장군 산)

매체수 15 11 10 6

구.경북

지역

(송신소)

구

(팔공산)

포항

(조항산)

안동

(학가산)
-

매체수 13 12 8 -

주. 남

지역

(송신소)

주

(무등산)

목포

( 둔산)

여수

(망운산)
-

매체수 13 7 9 -

주. 북

지역

(송신소)

주

(모악산)
- - -

매체수 12 - - -

제주

지역

(송신소)

제주

(견월악)
- - -

매체수 11 - - -

표 2. 권역별 FM 지역방송 정보 (현재)
Table 2. FM local broadcasting informa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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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는 하나의 앙상블에 최  9개의 방송매체가 포함

될수 있고 FM 방송의 경우 지역 권역이 많으므로,  

T-DMB와는 다르게 앙상블 단 로 할당하여야 채  배

치가 가능하다. 경기방송이나 인천방송에는 하나의 앙상

블만으로도 충분하며, 서울방송의 경우는 방송매체가 21

개가 되므로 하나의 채 을 모두 할당하여 세 개의 앙상

블(3☓9=27)을 사용하도록 해주어야한다. 이 게 각 방

송 권역마다 방송 매체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앙상블을 

할당하여야 한다.

그림 3. 지역 방송권역을 고려한 DAB 후보채널 할당
Fig. 3. Allocation of DAB candidate channels 

considering local broadcasting area

그림 3에 국 FM지역 방송 별로 DAB 방송을 한 

앙상블을 할당하 으며, 기존 T-DMB 방송과 겹치지 않

도록 고려하여 배치한 결과이다. 추가로 앙상블 확보가 

가능한 지역(괘방산, 함백산, 백운산, 도음산, 황령산, 양

을산, 견월악)은 그 이상의 앙상블을 할당하여 여유 채

을 확보하 다. 네모상자로 표기된 숫자들은 재 사용

인 T-DMB 방송채 이고, 원으로 표기된 숫자들은 송

신소를 연결한 화살표에 한 일련번호이다. 송신소 간

에 화살표로 표기한 부분은 앙상블 간에 동일 혹은 인

앙상블 간섭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2장에서 언 한 그

림 1의 한 채  안에서 앙상블 간의 보호 역(192kHz)이 

상 으로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서는 다양한 간

섭분석 통해 앙상블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Ⅳ. 제안된 DAB 채널의 전파 간섭분석 
흐름도

후보 DAB 채 간의  간섭분석을 해서 본 논문

에서는 연구소에서 제공한 SMI(Spectrum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를 사용하 다. 이 분석툴은 AM, 

FM, TV, DTV, T-DMB에 해 상호 간의 간섭분석 모

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간섭분석 차는 그림 4와 같이 우선 분석을 하고자하

는 송신소를 설정한다. 그림 3의 화살표 ①번을 분석할 

경우 교산과 백운산이 분석 상 송신소가 된다. 그 후 

간섭분석을 한 라미터들을 설정한다. 

그림 4. 간섭분석 절차
Fig 4. Interference analysis procedure

1. 송신출력

DAB의 송신출력은 재 방송 인 T-DMB출력을 따

른다. 국 송신소에 이미 T-DMB 방송이 송출되고 있

으므로 동일한 제원을 따른다. 다만, T-DMB가 존재하

지 않는 site의 경우 아날로그 FM 방송  가장 출력이 

큰 방송제원을 따른다.

2. 최소수신전계

최소수신 계는 방송 커버리지를 결정하기 한 최소

값으로 이 값에 의해 방송의 가청범 가 결정된다. 이 값 

이하의 계가 형성되는 지역은 방송국에서 원활한 수신

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이다. 최종 분석할 간섭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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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번호 항목

DAB 방송 정보  간섭분석 
결과

①

방송명 경기 방송 원주 방송

송신소 치 교산 백운산

간섭분석 채 7C 7B

혼신면 (%) 0.06% 0.06%

②

방송명 춘천 방송 충주 방송

송신소 치 룡산 가엽산

간섭분석 채 10B 10A

혼신면 (%) 0.1% 0%

표 3. DAB 후보채널 간섭분석 결과
Table 3. Interference analysis result of DAB 

candidate channels

③

방송명 청주 방송 충주 방송

송신소 치 우암산 가엽산

간섭분석 채 10B 10A

혼신면 (%) 4.62% 0.23%

④

방송명 안동 방송 삼척 방송

송신소 치 학가산 함백산

간섭분석 채 12B 12C

혼신면 (%) 0.09% 0%

⑤

방송명  방송 주 방송

송신소 치 식장산 모악산

간섭분석 채 13B 13C

혼신면 (%) 0.04% 0.15%

⑥

방송명 목포 방송 주 방송

송신소 치 둔산 모악산

간섭분석 채 10A 10A

혼신면 (%) 19.34% 1.72%

⑦

방송명 목포 방송 여수 방송

송신소 치 둔산 망운산

간섭분석 채 10B 10C

혼신면 (%) 0% 0.01%

⑧

방송명 주 방송 진주 방송

송신소 치 무등산 장군 산

간섭분석 채 11B 11C

혼신면 (%) 0.12% 1.33%

⑨

방송명 창원 방송 진주 방송

송신소 치 불모산 장군 산

간섭분석 채 11B 11C

혼신면 (%) 0.86% 0.2%

최소수신 계값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에서만 측정되어

진다. 원활한 수신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간섭을 

측정하는 것이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이 값 역시 

T-DMB 방송과 동일한 45dBμV/m 값을 용한다
[5].

3. D/U비

D/U비는 어느 한 지 에서 희망 신호와 간섭 신호가 

동시에 수신될 때, 희망신호를 원활히 듣기 하여 간섭 

신호보다 높아야 하는 수신감도 비(dB)이다. 따라서 D/U

비가 0dB 이상이라면 희망 신호가 간섭신호가 강해야 한

다는 것이고, 0dB 이하이면 간섭신호보다 희망신호가 약

해도 수신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값 역시 T-DMB와 동

일한 값을 용하며, 동일 앙상블 간의 D/U비는 10dB, 

인  앙상블은 -37dB 값을 갖는다[6]. 디지털 신호의 특성

상 아날로그 FM 신호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값이다.

라미터 설정이 완료되면 SMI 시뮬 이터에서 간섭

을 계산하게 되며 희망국의 방송 범   간섭 범 가 산

출되고 지도 상으로 확인 가능하며, 그 값에 해 혼신면

률을 계산하여 체 방송범   혼신면 이 차지하는 

결과를 백분율로 얻을 수 있다. 이 게 얻어진 결과를 송

신소 별로 다음 장에 정리하 다.

Ⅴ. 모의실험결과 및 분석

그림 3에 한 간섭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간섭

분석 9가지 결과를 보면 부분 혼신면 이 1%내외 

은 간섭을 보인다. 그림 5에서 분석번호 ①의 결과  

교산(경기)이 백운산(원주)으로부터 받는 간섭결과를 나

타낸다. 혼신지역이 백운산 부근에서 미약하게 발생하지

만 체 으로 우수하게 수신됨을 알 수 있다. 분석번호 

③에 해당하는 그림 6의 결과를 보아도 혼신지역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석번호 ⑥의 그림 7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둔산(목포)과 모악산( 주) 간의 동일

채  간섭을 보면 모악산이 받는 간섭은 양호하지만 

둔산이 받는 간섭은 19.34%로 높은 간섭을 보인다. 둔

산이 나주시 쪽에서 많은 혼신면 을 보이고 있다. 둔

산과 모악산 양쪽에 동일채 을 할당하 기 때문에 요구

되는 D/U비가 높아 간섭이 큰 수치를 보인다. 그림 3에

서 보면 둔산에 10A와 10B 두 개의 앙상블을 할당하

는데 둔산의 방송매체 수는 7개이다. DAB 방식은 하

나의 앙상블로 9개의 방송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섭

이 발생하는 10A 앙상블을 둔산에서 제외시키고 10B 

하나만을 할당하게 되면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재 국내 FM 라디오 방송에 한 디지털 환 후보 방

식으로 DAB를 용할 경우, 모의실험을 통해 수용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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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교산이 백운산으로부터 받는 간섭
Fig. 5. Receiving interference from Baek-um 

mountain in Gwang-gyo mountain

  

 
그림 6. 우암산이 가엽산으로부터 받는 간섭
Fig. 6. Receiving interference from Ga-yeop 

mountain in Woo-am mountain

그림 7. 대둔산이 모악산으로부터 받는 간섭
Fig. 7. Receiving interference from Mo-ak 
        mountain in Dae-dun mountain

Ⅵ. 결 론

본 논문은 디지털라디오 송방식  DAB를 이용하

여 기존 아날로그 FM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로 환하기 

한 채 배치방안을 제시하 다. DAB 채 배치는 기존 

T-DMB 방송 역(Ch7~Ch13)에서 검토하 기 때문에 

T-DMB 방송에 간섭을 주지 않는 범 에서 채 을 배치

하 으며, 기존의 아날로그 FM 방송 권역을 유지하 다. 

간섭분석 결과 국의 부분 DAB 후보채 에 해 양

호한 간섭 결과를 보 으며 둔산의 경우 일부 간섭이 

크게 나타났으나 앙상블을 하나만 할당하여 이를 해결하

다.

국내 디지털라디오 환을 해서는 채 배치 외에도 

기존 방송사와의 이해 계, 신규사업자의 수용, 청취자의 

요구 등 고려할 이 매우 많다. 따라서 국제추세에 따르

고 디지털라디오의 국내 상을 해서도 빠른 디지털화

를 필수 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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