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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통신 보편화에 따른 무선 데이터 트래픽 수요 급

증에 대처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 및 이용 효율화 방안에

TV 유휴대역 응용을 위한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

A Wireless Video Streaming System for TV White Space Applications

박형열․고인창*․박형철*․신현철

Hyeongyeol Park․Inchang Ko*․Hyungchul Park*․Hyunchol Shi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TV 유휴대역에서 가능한 응용서비스중 하나로서, UHF 대역(470∼806 MHz)에서 동작하는 무선 영상전
송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RF 송수신기 모듈, 디지털 모뎀, 카메라, 스크린으로 구성된다. RF 송수신기와
디지털 모뎀을 연동하여 VGA급 화질의 카메라 영상을 2.6 인치 LCD 스크린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RF 송수신기 구조는
크기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변환 방식을 채택하였다. 성능지표인 Image Leakage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PLL의 출력에
3차 하모닉 제거필터를 사용하였으며, DC offset 문제 해결을 위해 DAC 출력노드에 Current steer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공통모드전압을조절하게 하였다. 또한, 채널대역폭은 국가별 표준을 맞게 6, 7, 8 MHz 중 선택이 가능하다. 출력파워와 
수신감도는 각각 +10 dBm, —82 dBm이다. 디지털모뎀은 Kintex-7급 FPGA에서 구현하였다. QPSK와 512ch OFDM 변조를
기반으로 전송속도는 약 9 Mbps이다. 개발된 송수신 모듈을 이용하여 VGA급 화질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데 성공하
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wireless video streaming syste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TV white space applications. It consists of a RF 
transceiver module, a digital modem, a camera, and a LCD screen. A VGA resolution video is captured by a camera, modulated by 
modem, and transmitted by RF transceiver module, and finally displayed at a destination 2.6-inch LCD screen. The RF transceiver is 
based on direct-conversion architecture. Image leakage is improved by low pass filtering LO, which successfully covers the TVWS. 
Also, DC offset problem is solved by current steering techniques which control common mode level at DAC output node. The output 
power of the transmitter and the minimum sensitivity of the receiver is +10 dBm and —82 dBm, respectively. The channel bandwidth 
is tunable among 6, 7 and 8 MHz according to regulations and standards. Digital modem is realized in Kintex-7 FPGA. Data rate is 
9 Mbps based on QPSK and 512ch OFDM. A VGA video is successfully streamed through the air by using the developed TV 
white-space RF communica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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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TV 유휴
대역의 활용은 주파수 재사용 관점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TV 유휴 대역(TV White Space: TVWS)이란 방송 주
파수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역을 말하며, 국내
에서는 470∼698 MHz 대역에 존재한다. 이 대역은 기존
2.4 GHz와 5 GHz 대역 통신대비도달거리가 3배, 투과율
은 9배, 커버리지 면적은 16배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1].

TVWS 응용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무선 송수신기로
서, RF 송수신기, 기저대역 모뎀, 스펙트럼 센싱을 포함
한 MAC 레이어로 구성된 시스템[2],[3] 등이 제안된 바 있

다. 이러한 시스템은 TV 대역에서 스펙트럼 센싱을 통해
비어있는 대역을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
편, 세계 최대 IT 업체중 하나인 Google에서는 미국 UHF 
밴드에서 동작하는 TVWS 광대역 송수신기 구조를 제안
한바 있다[4]. 

TVWS용 응용서비스로는 UHF 대역의 장점을 이용해
서 건물내 또는 지하에서의 재난 정보 전송이나, 기존
WiFi에 비해 장거리 고속 전송이 가능한 Super Wi-Fi 서
비스가 가능하다[5]. 건물 및 터널 붕괴 시 첨단 인명탐색
장비를 TVWS 무선 송신기기에 연결하여 동영상 정보를
전송 후, 이를 이용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대국민 안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LTE, WiFi의 전송
주파수를 TVWS 대역으로 변환하여 보낼 수 있는 RF 주
파수 변환기[6],[7], 또는 차량 간에서의 비디오 전송을 구현
[8]하는 등 유휴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TVWS 응용서비스 중

활용도가 특히높을 것으로 예상되는재해/재난 정보통신
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변환 방식의 RF 송수신기 모듈과
FPGA로 구현한 디지털 모뎀을 이용하여 구현된 TV 유휴
대역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Ⅱ. 설계 및 구현

2-1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설계된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송신기는 카메라, 디지털 모뎀, RF 송수신기로 구성된다. 

그림 1.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wireless video streaming system.
 
카메라의 VGA급 영상을 QPSK, 512-channel OFDM 방식
의 디지털 모뎀에서 신호 처리한 뒤, RF 송수신기에서
TVWS 중 비어 있는 채널을 택하여 무선 송신한다.
수신기는 송신기와 마찬가지로 RF 송수신기, 디지털

모뎀, LCD 스크린으로 구성된다. 송신기와 같은 전송주
파수를 설정하여 영상 데이터를 수신한 뒤, 디지털 모뎀
에서 송신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호 처리하여 영상 데이

터를 LCD 스크린으로 출력한다.

2-2 TVWS RF 송수신기

그림 2는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에 사용된 TVWS RF 
송수신기의블록도이다. 국내 TV 유휴대역(470∼698 MHz) 
이외에도 DTV 전환 이후 재난통신망으로 고려중인 700 
MHz 대역을 포함하여 470∼806 MHz에서 동작하도록 하
였다. 또한, 각 국가별로 다른 채널 대역폭을 만족하기 위
해 6, 7, 8 MHz 중 선택 가능하게 한다. 송수신기 구조는
크기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변환 방식을 사용하였다. 
디지털 데이터 변환부는 ADC와 DAC가 하나의 칩에

직접화된 아날로그디바이스 社의 AD9963[9]을 이용하

였다. 그림 3(a)는 송신기의 블록도이다. 디지털 신호는
DAC에 입력되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는데, DAC의

BBA Mixer

ADC

DAC

MxFE RF VGAMixer LNABalunBBA

LPF

FRAC-N
PLL

DA

PLL

12 bit

12 bit

그림 2. TVWS RF 송수신기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wideband RF trans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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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a) 송신기 블록도, (b) 수신기 블록도
Fig. 3. (a) Transmitter block diagram, (b) Receiver block diagram.

 

표 1. 사용된 송신기용 IC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transmitter IC.

Transmitter BBA Mixer DA
Gain(dB) —14∼45 —3 14.7

OIP3(dBm) 35 26.6 40
OP1 dB(dBm) 3 9.6 20.7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 신호의 왜곡을 가져오는 Nyquist 
image 성분이 발생한다. 이를 Baseband Amplifier(BBA)[10]

의 저역통과필터로 제거하였다. 차단주파수를 3, 4 MHz 
중 선택함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채널대역폭을

만족시킬수 있다. 또한, 송신기의 출력 파워를 BBA의가
변이득 증폭기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이 신호는
Quadrature Modulator를 이용하여 RF로 변조되고, Driver 
Amp(DA)에서 증폭되어 안테나를 통해 방사된다. 송신기
에 사용한 각 IC의 사양은 표 1에 나타내었다.

TVWS은 무엇보다 1차 면허 사용자인 DTV와 무선마
이크에 대한 보호가 먼저이다. 미국 FCC의 TVWS 관련
규정[11]에 따르면 이동/휴대용 TV Band Device(TVDB)의

최대 출력 파워는 6 MHz 대역폭 기준 100 mW 이하, 인
접대역 존재 시 40 mW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출력 파워는 10 dBm을 목표로 하였으며, 향후 국내 TV-
DB에 관한 기술기준이 발표되면 송신기의 이득과 Power 
Amplifier(PA)로 이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DAC 출력의 DC offset은 RF 스펙트럼에서 Carrier Lea-
kage로 나타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Current steering te-
chnique을 이용하였다. MxFE AD9963의 AUX DAC의 전
압과 50 kΩ 저항생성되는전류를 이용하여 DAC 출력노
드에 흘려준다. 따라서 IP, QP 노드의 공통 모드 전압를
조절 가능하고, DC offset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3(b)은 수신기의 블록도이다. 수신기의 첫 단은

노이즈 성능을 위해 Low Noise Amplifier(LNA)를 사용한
다. 만약 LNA에서 증폭된 신호의 크기가 Mixer의 입력
범위보다 크다면 출력 신호에 왜곡이 생긴다. 이에 따라, 
이득범위가 —15∼+15 dB은 RF Variable Gain Amplifer 
(RF VGA)를 이용하여 신호의 크기를 조절한다. Quadra-
ture Demodulator에서 기저대역으로 변조된 신호는 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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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증폭되어 ADC에서 디지털데이터로 변환된다. 송신
기와 마찬가지로 BBA의 저역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Alia-
sing을 제거하였다. 또한, 수신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DC 
offset에 관한 문제는 BBA의 DC offset 보상 기능을 이용
하여 해결하였다. 전체 수신기 IC의 성능은 표 2에 나타
내었다. 
직접변환 방식의 송신기에서 Image 대역의 Leakage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12]. LO 주파수는 Mixer 내부의
Quadrature Phase Splitter에서 In-Phase와 Quadrature-Phase
로 나누어지는데, LO의 3차 하모닉의 영향으로 IQ 위상
에 미스매치가 발생함으로써 Image Leakage가 생긴다[13].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PLL과 Mixer 사이에 3×470 MHz에
서 26 dB의 감쇄를 갖는 저역통과대역 필터를 배치함으
로써 3차 고조파를 제거하여 Image Leakage 성능을 향상
시켰다. 
그림 5(a)는 설계된 PCB 레이아웃이다. 전체 면적은

7×10 cm2이다. 그림 5(b)는 제작된 송수신기 모듈 사진이
다. 5.5 V의 공급전압으로 총 1.8 A의 전류소모를 갖는다. 
시스템의 고속화에 따라 PCB 레이아웃 또한, 전체 성능
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레이아웃 또한, RF 신호 성능
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특히 전원선 임피던스를 고려하
였다.  

표 2. 사용된 수신기용 IC 사양
Table 2. Specifications of receiver IC.

Recevier LNA RFVGA Mixer BBA
Gain(dB) 14.7 —15∼15 5.9 —14∼45
NF(dB) 1.8 9 10.9 50∼22

IIP3(dBm) 25.3 25 29.7 +10∼—10

그림 4. RF 특성 향상법: 3차 하모닉 제거 필터
Fig. 4. Improve RF fidelity: Remove LO 3rd harmonic by 

LPF.

(a) PCB 레이아웃
(a) PCB layout

(b) 사진
(b) Photo

그림 5. RF 송수신기 모듈 구현
Fig. 5. Implementation of RF transceiver module.

 

그림 6. 전원선 캐패시터 설계
Fig. 6. Design of power delivery routing capacitors.
 
그림 6처럼 공급전원과 칩 VDD 사이에 캐패시터 C1∼

C4를 사용하여 전원선 임피던스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고주파로 갈수록 4개의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C1, 
C4 총 2개의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낮은 전원선
임피던스를 제공한다[14]. 따라서 본 설계는 C1, C4에 0.1 
uF, 1 nF 2개의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7은 RF 송수신기 모듈의 측정 셋업을 나타낸다. 

송신기는 AD-DPGIOZ[15]를 이용한 12-bit 디지털 사인파
를 만들어 RF 송수신기 모듈에 입력한 후 PSA E4440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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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F 송수신기 모듈 측정 셋업
Fig. 7. RF transceiver measurement setup.

 
결과를 확인하였다. 수신기의 RF 입력은 Analog Signal 
Generator E8257D를 이용하여 RF 신호를 생성하였다. 그
후 복조 결과를 오실로스코프 3104A를 이용한 파형 측정
과 AD-DPGIOZ를 이용한 ADC 후 디지털 데이터를 받아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FFT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8은 송신기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8(a), (c), 

(e)는 LO 주파수가 470 MHz일 때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8(b), (d), (f)는 806 MHz일 때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a), 
(b)는 DAC에 5 MHz I/Q 싱글톤을 입력하여 RF 대역으로
변환된 스펙트럼이다. Image Leakage는 약 45 dBc, LO 
Leakage는 61.8 dBm이다. 그림 8(c), (d)는 투톤을 입력한
선형성 측정 결과이다. IMD가 약 61.3, 59.7 dBc가 나왔으
며, 이로 인한 OIP3는 약 21 dBm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8(e), (f)는 HP VSA 89441a를 이용한 EVM 측정
결과이다. 데이터입력은송신기 BBA 입력에 Agilent VSG 
E4438c를 이용하여 랜덤 데이터를 넣어주었다. 측정된
EVM은 약 0.6, 0.7 %이다.
그림 9는 수신기 측정 결과이다. 그림 9(a), (b)는 LO 주

파수가 470 MHz일 때,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472 MHz
의 RF 신호를 입력하였다. 그림 9(a)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측정결과이다. 출력의크기는 147 mVpp이고, 주파
수는 2 MHz이다. 측정된 이득 범위는 —14∼78 dB이다. 
그림 9(c), (d)는 LO 주파수가 470 MHz일 때를 나타낸 것
이고, 그림 9(e), (f)는 806 MHz일 때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9(c), (e)는 선형성 측정을 위해 입력을 LO+0.5 MHz, 
LO+1.5 MHz의 투톤을 넣어주었다. 측정된 IIP3는 약

  

(a) 스펙트럼 @ 470 MHz     (b) 스펙트럼 @ 806 MHz
(a) Spectrum @ 470 MHz     (b) Spectrum @ 806 MHz 

 

(c) 선형성 @ 470 MHz      (d) 선형성 @ 806 MHz
(c) Linearity @ 470 MHz     (d) Linearity @ 806 MHz

  

(e) EVM @ 470 MHz 결과 (f) EVM @ 806 MHz 결과
(e) EVM @ 470 MHz        (f) EVM @ 806 MHz

그림 8. RF 송신기 측정결과
Fig. 8. RF transmitter measurement result.
 
—1.5 dBm을 갖는다. 그림 9(d), (f)는 약 2.8 dB의 잡음 지
수를 나타낸다. 수신감도는 6 MHz 채널 대역폭에서 —82 
dBm을 갖는다.

2-3 디지털 모뎀

Xilinx Kintex-7을 이용하여 디지털 모뎀을 구현하였다. 
그림 10은 TVWS 영상전송 시스템의 디지털부를 보여준
다. 모뎀은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기술을 이용한다. 그리고 오류 정정을 위해서

Galosis field(28) 기반의 Reed-Solomon cde(255, 239)가 사
용된다. OFDM Modem은 512 개의 서브 캐리어를 사용하
고, 점유대역폭은 6 MHz이다. 서브캐리어의 변조 방식은
QPSK를 사용한다. 전송속도는 약 9 Mbp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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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형 (b) FFT 결과
(a) Waveform                (b) FFT result

 

(c) 선형성 @ 470 MHz     (d) 잡음 지수 @ 470 MHz
(c) Linearity @ 470 MHz   (d) Noise figure @ 470 MHz

 

 (e) 선형성 @ 806 MHz      (f) 잡음 지수 @ 806 MHz
(e) Linearity @ 806 MHz    (f) Noise figure @ 806 MHz

그림 9. RF 수신기 측정 결과
Fig. 9. RF receiver measurement result 2.

그림 10. 디지털 모뎀 블록도
Fig. 10. Digital modem block diagram.

2-4 영상 전송 실험 결과

그림 11은 구현된 영상전송 시스템이다. VGA 급 카메

표 3. 제작된 시스템의 사양

Table 3. Specifications of proposed system.

Parameter Specification
Power consumption 5.5 V, 1.8 A
Frequency rage 470～806 MHz
Channel bandwidth 6, 7, 8 MHz

         Receiver
Full path gain —14～+78 dB
Noise figure 2.8 dB
Input-referred IP3 —1.5 dBm

         Transmitter
Image leakage —45 dBc
LO leakage —61.8 dBm
Output-referred IP3 21 dBm
EVM 0.7 %
Output power 10 dBm

         PLL
Phase noise @ 100 kHz —115.48 dBc/Hz

         OFDM digital modem
Datarate 9 Mbps
Subcarrier modulation QPSK
FFT size 512

         Camera
Color 16 bit
Resolution 640×480(VGA)
Frame rate Maximum 4 fps

라로 찍은 영상을 무선 전송하여 왼쪽 LCD 스크린에 출
력하였다. 수신기 입력 신호의 크기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무선 전송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수신기
의 이득을 조절하여 입력 신호를 수신기의 동작 영역으

로 증폭시켰다. 전송주파수는 470 MHz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테스트 결과, 그림 11처럼 영상전송이 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전체 성능 요약은 표 3에 나타내었다.

Ⅲ. 결  론 

TVWS의 우수한 주파수적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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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구현된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
Fig. 11. Implemented video streaming system block diagram.

WS 중 UHF(470～806 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RF 송수
신기 모듈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모듈은 크기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변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RF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 PLL 3차 하모닉 필터링과 DAC 출력
의 공통 모드 전압을 맞춰주었다. 그리고 OFDM 기반 디
지털 모뎀과 연동하여 TVWS VGA급 영상전송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설계된 모뎀의 변조방식은 QPSK를 이용하
며, 6 MHz의 대역폭에서 9 Msps의 전송속도를 갖는다. 
이는 재해/재난 정보전송과 같은 TVWS 응용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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