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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망을 통한 서비스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망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이 전달되는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 기반의 서비스 수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방송망으로 

전송된 고품질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통신망으로 얻어진 부가 콘텐츠를 결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수신하는 기술

인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 시스템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로 융합방송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융합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화 방식 및 역 다중화 방식도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지상파 TV표준인 DVB-T2 시스템 규격의 변조기 인터페이스인 T2-MI를 기반으로 융합방송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역 다중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역 다중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ABSTRACT 

By recent development of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y service can be delivered through 
broadcasting networks or communication networks. So contents consumers want to receive broadcasting program via 
any accessible network. Network independent broadcasting system can receive optimized multimedia contents by 
combining the high-quality multimedia contents transmitted through broadcasting network and the additional contents 
delivered through communication network. Additional contents can be other multimedia contents, URL of contents, 
some texts for indicating information of received multimedia, etc. Network independent broadcasting system is in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receivers and the monitoring system for hybrid broadcast are under development. Thus the 
multiplexing method and demultiplexing method to perform hybrid broadcasting is on study.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demultiplexing algorithm to perform hybrid broadcasting system and implemented demultiplexer system 
based on modulator interface system standard T2-MI of DVB-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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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는 아날로그 TV 시대의 끝을 알리는 아날로

그 스위치 오프에 의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었다.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 - the 1st Generation 

Terrestrial)은 디지털 지상파 TV의 표준으로 35개국 이

상의 나라에서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DVB-T2 시스템이 차세대 방송에 적합한 이유는 전송

량 증대에 직접적으로 다른 지상파 전송 시스템에 비교

하여 우수한 주파수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2]. 미래

의 차세대 방송에서는 방송망뿐만 아니라 IP망에서도 

방송프로그램이 전송될 수 있도록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IPTV는 방송콘텐츠를 방

송망은 사용하지 않고 프리미엄 IP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융합방송은 콘텐츠

를 방송망과 통신망의 조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

는 구조이다. 

DVB-T2 (Digital Video Broadcasting - the 2nd 

Generation Terrestrial) 기술은 DVB-S2 표준을 참고하

여 LDPC/BCH 코드를 사용하며, 최소한의 오버헤드를 

위하여 PARA 감쇄기법과 단일 주파수 방송망을 사용

했으며, FFT 사이즈는 기존 8 k보다 큰 16, 32 k를 사용

하였다. 또한 256 QAM 변조 방식을 추가하여 용량을 

30 %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1997년에 시작

한 DVB-T를 기반으로 2006년에 DVB-T2에 대한 연구

가 시작되었고 2008년 6월에 표준이 제안되었다. DVB- 

T2는 압축기술과 전송기술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는 장

점과 동시에 역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규주파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DVB-T2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망에서 방송 프로그램

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방송 시스템 구현을 위

해서는 다기능의 다중화 및 역 다중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VB-T2 표준을 바탕으로 융합

방송 기능을 추가하는 다중화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이

에 따른 역 다중화 알고리즘의 구조를 설계한다[3]. 

기존의 방송망뿐만 아니라 IP망에서도 방송 프로그

램이 전송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망을 통하여 방

송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독립형 융

합방송 기능을 보다 쉽게 탑재할 수 있는 DVB-T2 시스

템 규격의 변조기 인터페이스인 T2-MI(Modulation 

Interface)에 대한 역 다중화 기능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네트워

크 독립형 융합방송의 기능을 위한 T2-MI 프로토콜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앞선 프로토콜 

구조에 따른 역 다중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바

탕으로 시스템을 구현한다. Ⅳ장에서는 이 구현된 시

스템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Ⅴ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을 위한 T2-MI 

프로토콜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 기술은 방송과 통신 기반

의 서비스 수신이 가능한 환경 하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의 사용자가 고정/이동 환경에서 방송망으로 전송된 고

품질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통신망으로 얻어진 부가 콘

텐츠를 결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 수신이 가능한 기술

이다. 유·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같은 네트워

크에서 여러 서비스를 통시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네

트워크 융합이 필요하고, 방송망과 통신망의 대역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네트워크 융합은 궁극적으로 방송 네

트워크와 통신 네트워크가 발전하여 구별 없이 하나의 

전송 네트워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DVB-T2 표준은 현재 지상파 방송 시스템 중 가장 높

은 데이터 전송률을 보이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하는 유럽식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시스템이

다[4]. 그림 1은 DVB-T2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5].

Fig. 1 Block diagram of a typical DVB-T2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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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은 여러 개의 입력 신호를 받아 T2-게이트웨이

로 보내게 되고 T2-게이트웨이는 이를 입력으로 받아 

입력 처리과정을 거쳐 T2-MI 패킷으로 만들게 된다. 이

렇게 만들어진 T2-MI 패킷을 데이터 파이핑 과정을 통

해 TS(Transport Stream) 형태로 T2 변조기에게 전송한

다. 이 T2 변조기는 받은 데이터를 변조하여 RF로 전송

하며, 수신부는 이 RF 신호를 T2 복조기가 받아 알맞은 

MPEG 신호를 추출하여 MPEG 디코더로 보내 사용자

가 원하는 데이터를 디코딩하게 된다.

Fig. 2 The T2-MI protocol stack

그림 2는 T2 송출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하는 T2-MI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낸 것이다[6]. MPEG-2 TS나 

GS(Generic Stream)로 된 입력 데이터를 T2에 특화된 

베이스밴드 프레임인 T2 프레임으로 캡슐화 한다. 이 

T2 프레임들과 L1 데이터, 임시 데이터 스트림 등을 

T2-MI 패킷 형식으로 캡슐화 한다. 이 데이터를 DVB 

데이터 파이핑 캡슐화를 통해 TS 형태로 나누어 만든 

후 ASI(Asynchronous Serial Interface)나 네트워크로 

변조기에 전송한다. 

T2-MI 전송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입력 전

처리기에 들어온 PLP(Physical Layer Pipe)에 해당하는 

TS 또는 GS를 입력 처리과정을 거쳐 비트 인터리빙과 

채널코딩, 모듈레이션을 거쳐 나온 데이터를 프레임 빌

더를 통해 프레임화 시킨 후 OFDM 변조기를 통하여 

내보낸다. 여기서 입력 처리과정에는 모드 적응과, 스

트림 적응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시스템의 입력은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MPEG-2 TS,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일반 스트림일 수 있다. 입력 전처리 과정은 T2 시

스템의 일부는 아니지만 서비스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논리 데이터 스트림들인 T2 시스템 입력들로 구분하

기 위한 서비스 스플리터나 TS 역 다중화기를 포함할 

수도 있다. 논리 데이터 스트림들은 개별 PLP에서 전송

된다.

먼저 입력 처리과정은 크게 모드 적응과 스트림적응

으로 나뉜다. 먼저 모드 적응은 입력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으로 3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브시

스템으로는 입력 스트림 동기화기, 널 패킷 삭제, 

CRC-8 인코딩이 있다. 입력신호 동기화기는 다양한 전

송  지연을 가진 변조기의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기 위

해 고정 비트율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은 

입력 신호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널 패킷을 제거하는 

것이고, CRC-8 인코딩은 일반 모드에서 헤더의 sync- 

yte (0x47)을 제거하고 CRC-8 값을 대신 넣는 과정을 

수행한다.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데이터 필드로 구분하

고 베이스밴드 헤더를 각 데이터 필드의 시작에 삽입한

다. 또한, 모드 적응은 일반 모드나 고효율 모드 중 하나

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베이스밴드 헤더는 입력 스트림 

유형과 프로세싱 모드를 시그널링 한다.

다음으로 스트림 적응은 스케줄링, 고정 길이 베이스

Fig. 3 High level T2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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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프레임 생성을 위한 패딩과 인밴드 시그널링의 전

송, 에너지 확산을 위한 스크램블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스트림 적응의 입력은 베이스밴드 헤더와 데이터 

필드이고, 출력 스트림은 베이스 밴드 프레임이 된다.

먼저, 스케줄러는 L1 동적 시그널링 정보를 전송하

기 위해 최종 T2 신호에서 어떠한 PLP 데이터를 전송

하는지 결정하며 프레임 구조 또한 정의한다. 스케줄러

의 동작 방법은 각 PLP에서 수신되는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블록들을 카운트함으로써 동작하며, 

동적 파라미터 값을 계산하여, 인밴드 시그널링 데이터

로 삽입 또는 L1 시그널링 생성기에 전달하며 PLP안의 

데이터는 변경하지 않는다. 베이스밴드 프레임의 길이 

는 FEC의 부호율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사용자 

데이터가 베이스밴드 프레임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

거나, 정수 개의 UP(User Packet)들이 하나의 베이스밴

드 프레임에 할당되어야 하는 경우 패딩이 사용된다. 

패딩의 크기는  이며, 여기서 은 

데이터필드의 길이를 나타내며 80은 베이스밴드 프레

임의 헤더에 해당하는 길이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베이스밴드 프레임은 비트의 고정

길이를 갖는다. 이 패딩 필드는 인밴드 시그널링을 전

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만약 사용될 경우에는 첫 

번째 베이스밴드 프레임에서만 전송된다. 마지막으로 

스크램블링 시퀀스는 베이스밴드 프레임과 동기화되

며, 완전한 베이스밴드 프레임은 랜덤화되어야 한다.

다음은 T2-MI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4는 

T2-MI 패킷 형식을 나타낸다. 각각의 T2-MI 패킷은 48 

비트의 헤더로 구성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가변길이

의 payload, padding, 에러 탐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32 비트의 CRC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T2-MI 헤더

는 다시 6 개의 세부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필드

로는 8 비트의 packet_type, 8 비트의 packet_count, 4 비

트의 superframe_idx, 9 비트의 rfu, 3 비트의 t2mi_s 

ream_id, 16 비트의 payload_len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필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packet_type은 T2-MI 패킷에 의해 전달되는 

payload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써, 현재 정의된 

부분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 T2-MI packet type

T2-MI packet_type Description
 Baseband Frame

 Auxiliary stream I/Q data

 Arbitrary cell insertion

 L1-current

 L1-future

 P2 bias balancing cells

 DVB-T2 timestamp

 Individual addressing

 FEF part : Null

 FEF part : I/Q data

 FEF part : composite

 FEF sub-part

 NIBS Frame

all other value Reserved for future use

다음으로 packet_count는 페이로드와 관계없이 각각

의 T2-MI 패킷이 1 개 보내질 때마다 1 씩 증가하며 0 에

서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는다. 다음으로 superframe_ 

dx는 한 개의 슈퍼프레임을 보낼 때 마다 증가하며 같은 

슈퍼프레임 안에서는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 rfu는 미

래사용을 위해 사용될 비트로 0 값을 갖는다. t2mi_ 

tream_id는 같은 스트림에 있는 T2-MI 패킷은 같은 값

Fig. 4 T2-MI Packet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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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며, 복합신호를 전송할 때 사용되어지거나 하나

의 스트림을 전송할 때 사용되어진다. payload_len는 페

이로드의 길이를 나타내며 pad는 페이로드가 8 의 배수

가 되도록 하는 정수를 의미하고 값은 0 을 갖으며 crc32

는 앞선 필드에 있는 비트를 계산하여 오류를 찾는 역할

을 한다.

그림 5는 packet_type의 값이 일 때인 NIBS 

Network Independent Broadcasting System)프레임의 

페이로드에 대한 설계 내용이다. NIBS 프레임은 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변조기와의 연동을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영역을 말한다, 먼저, 8 비트의 frame_idx, 8 비

트의 plp_id, 1 비트의 intl_frame_start, 7 비트의 rfu, 

   비트의 NIBS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필

드의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먼저, frame_idx는 첫 번째 NIBS 프레임이 포함된 인

터리빙 프레임이 매핑 되어진 T2 프레임 인덱스를 나타

내며, plp_id는 파이핑 된 NIBS 프레임의 신호들을 의

미한다. intl_frame_start는 PLP에 대한 인터리빙 프레

임의 첫 NIBS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는 패킷은 1 로 지

정하고, 나머지 프레임에 대해서는 0 으로 지정하도록 

프레임을 설계하였다. 마찬가지로 rfu는 미래사용을 위

해 사용될 비트이고, 마지막 필드인 NIBS 프레임은 위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트의 길이를 가진다.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코드율에 따라 길이

가 결정되고 FEC의 길이에 따라 normal 프레임과 short 

프레임으로 나뉘는[7] 베이스밴드 프레임과 같은 역할

을 한다.

Fig. 5 NIBS frame payload

Ⅲ. 역 다중화 설계 알고리즘 및 구현

역 다중화 과정에서는 융합 서비스 지원 역 다중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

콜인 복조기 인터페이스를 거친 다음, T2-MI 패킷 식별 

및 분리 단계를 거쳐 패킷의 타입에 맞게 분리한 후 마

지막으로 재조립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T2 

데이터, L1, SFN 정보, 임시 데이터 스트림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그림 6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흐름도를 보면 먼저 하나의 

T2-MI 패킷을 버퍼로 받아서 T2MI_Packet_Parser()를 

통하여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것을 바이트 단위로 변환

하는 과정을 거친다.

Fig. 6 Flow chart of the T2-MI de-multiplexer system

바이트 단위의 구조체 페이로드 데이터 형태를 입력

으로 받아서, 각 packet_type의 형태로 파싱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현 프로그램에서는 바이트 

단위로 구현하였으므로, 페이로드만 전송되는 것이 아

니라 패드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전송된다는 것에 주의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패드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페이로드에는 

packet_type별로 헤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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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헤더를 분석함으로써 pad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T2MI_Packet_Process() 함수로 들어가서 

헤더의 packet_type를 체크하게 된다. 이 packet_type 

값에 따라 Parser(), Process() 함수를 동작시킨다. 표 2

는 packet_type값에 따른 처리 함수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2 Process function according to packet_type

Packet_type Process function

0x00
Baseband_Frame_Parser(),
Baseband_Frame_Process()

0x01
Auxiliary_Stream_Parser(),
Auxiliary_Stream_Process()

0x02
Arbitrary_Cell_Parser(),
Arbitrary_Cell_Process()

0x10
L1_Current_Parser(), 
L1_Current_Process()

0x11
L1_Future_Parser(),
L1_Future_Process()

0x12 P2_Bias_Parser(), P2_Bias_Process()

0x20
Timestamp_Parser(), 
Timestamp_Process()

0x21
Individual_Addressing_Parser(),
Individual_Addressing_Process()

0x40
NIBS_System_Parser(),
NIBS_System_Process()

본 논문에서 구현한 알고리즘은 전송 되어진 비트 스

트림을 T2-MI 패킷에 맞게 파싱하여 구조화하고, 패킷 

헤더에 맞춰 분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에서의 

T2-MI 패킷은 전송 효율을 위해 각 필드가 비트 단위로 

되어있으나, 구현 프로그램은 데이터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바이트 단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표준 T2-MI 패킷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구조체 

packet_t는 구조체 header_t와 unsigned integer 데이터 

형의 멤버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의 4개의 필드

인 T2-MI 헤더, 페이로드, pad, crc32에서 가변 길이의 

페이로드와 pad는 포인터 형으로 선언해야 하나, 페이

로드 바이트 연산을 위해 덧붙는 pad는 의미 없는 값이

므로 따로 할당하지 않고 pad_len_bits에 pad의 비트 길

이만 저장한다. 또한, 새로운 변수인 payload_pad_byte

를 두어 페이로드의 길이 계산 등 가독성을 높였다.

Ⅳ. 패킷 분석기 구현

본 장에서는 T2-MI를 기반으로 한 역 다중화 알고리

즘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 구현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7은 TS 테스트 파일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역 다중화 구현 프로그램을 구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분석된 수치들에 대한 설

명은 다음과 같다.

Fig. 7 program for de-multiplexing algorithm

프로그램 결과화면 상단에는 PID, PAT, PMT, 비디

오 정보, 비트율 등의 TS 패킷에 대한 정보의 비율을 

원형 그래프로 도시하였고, 도시한 원형 그래프를 바

탕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과 화면의 하단에 나타내

었다. 실제 패킷에 대한 PID, Type, Bitrate 등의 상세 

내용은 오른쪽 하단의 Packet detail 버튼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8은 비디오 정보에 대한 패킷 상세내용이다. 노

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TS의 헤더를 가리키고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정보는 헤더의 정보를 세부 필드 

별로 나누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TS 패킷의 정보에 

대한 세부 정보를 통해 패킷 마다 어떠한 정보를 가지

고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다.

그림 9는 실제 역 다중화 과정을 거친 후의 파일을 

VLC 플레이어로 재생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하여 DVB-T2 시스템 규격의 변조기 인터페이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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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MI에 대한 역 다중화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차후에 다중화 방식과 표준이 정립되

면 현재 구현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융합방송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분야에 본 논문에서 구

현한 역 다중화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Fig. 8 Packet data analysis

Fig. 9 De-multiplexed actual video

Ⅴ. 결  론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 기술은 방송망으로 고품

질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통신망으로 얻어진 부가 콘텐

츠를 결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 수신이 가능한 기술이

다.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 시스템은 현재 세계적으

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융합

방송 수신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전송 프레임

과 다중화 구조에 맞게 역 다중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

드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

을 추가할 수 있는 DVB-T2 시스템 규격의 변조기 인터

페이스인 T2-MI에 대한 역 다중화 알고리즘을 설계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향후,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 다중화 방식과 표준

이 정립되면 현재 구현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융합방

송 수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분야에 본 

논문에서 수행한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 기능을 쉽

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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