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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T-DMB 시스템의 신호 송은 향상계층은 채 등화를 거친 Coherent Detection을 사용하지만 기본계층은 T-DMB와 마

찬가지로 차동변복조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같은 구조에서 어차피 향상계층 수신을 하여 사용되는 채 추정 결과

를 기본계층에 용하여 기본계층의 수신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제안하는 방법은 AT-DMB 수신단의 차동복조 

앞단에서 수신신호에 채 등화를 용한 후 수신신호 성상도를 가장 가까운 -shift DQPSK 성상도 으로 집 화시킨 후 

차동복조를 용함으로서 코딩을 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AWGN BER 기 으로 약 2dB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보

다. 

Abstract

Transmit signal of Enhancement Layer in AT-DMB system is received by Coherent Detection, but in Base Layer of 

AT-DMB, a differential modulation and demodulation is adopted, same as the T-DMB. Especially for the coherent 

dectection of enhancement layer in AT-DMB system, a channel estimation must be employed.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the BER performance of Base-Layer in AT-DMB system will be improved by using the channel estimation 

information. The suggested method is focusing the constallations after Equalizaing to the nearlest -shift DQPSK 
constallation point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for the non-coding environment, the BER performance of AWGN channel, 

about 2-dB gain can be achieved at   BER.

      Keywords : AT-DMB, 차동변복조(DQPSK), 계층변조(Hierarchical Modulation),

                 향상계층(Enhancement Layer), 채 추정(Channel Estimation)

Ⅰ. 서  론

AT-DMB(Advenced T-DMB) 시스템은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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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T-DMB를 기본

으로 하여, 역 호환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주 수효율

을 증 시켜 데이터 송율을 최  2배 증 시킨 시스

템이다
[1]
. 이러한 송율 향상 목표를 하여 AT-DMB

는 상코딩기법에 SVC(Scalable Video Coding)을 

용하고 변조기법으로는 계층변조기법을 용한다. 계층

변조기법은 원래의 DQPSK 신호를 기본계층으로 하고, 

기본계층 성상도에 데이터 추가를 해 변형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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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계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향상계

층을 더하기 하여 변형된 정보 때문에 기본계층의 수

신성능이 하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와같이 향

상계층에 의해 하된 성능에 한 일반 인 분석은 이

미 수행되어 발표된 바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계층변조

의 과정에서 하된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향상계

층 수신을 하여 필연 으로 사용되는 채 추정 정보

를 이용하여 기본계층의 수신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T-DMB에서의 차동변조

기법과 AT-DMB에서의 계층변조기법을 그리고 Ⅲ장

에서 제안된 채 추정 정보를 이용한 기본계층 수신방

법을 설명하며 Ⅳ장에서 모의실험 결과를 보이고 Ⅴ장

에서 결론을 보인다. 

Ⅱ. AT-DMB 계층변조기법

1. T-DMB 에서의 차동변조 및 복조

[그림 1]은 T-DMB에서의 차동변조 흐름을 보여 다. 

그림 1. T-DMB에서의 차동변조 흐름[3～4]

Fig. 1. Differential Modulation of T-DMB.

여기서 송데이터가 MSC블럭인 경우 DAB 모드-1 

(T-DMB)에서 블록 티션 이 의 입력 데이터는 ′′
로서 체 221,184비트가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이 72개

의 OFDM 심볼을 구성하게 된다
[4]
.

 ′′  (1)

여기서 첨자  과  은 각각 다음과 같다.

 ′ 
  ′  (2)

      for ′  ⋯
여기서 는 몫함수를, 는 나머지함수를 의미

한다.

이제 티션이 완성된 이진신호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QPSK 심볼로 매핑된다.

  


        (3)

       for   ⋯ 

여기서 은 복소신호이므로 굵은 자체로 표시하

며, K는 OFDM 한 심볼의 유효부반송  개수에 해당하

는 값으로 DAB 모드-1(T-DMB)인 경우 1536이 된다.

주 수 인터리버는 OFDM 임 내에서 심볼과 부

반송  간에 데이터 순서를 바꾸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차동변조의 출력 는 다음 과정을 통

하여 생성된다.

  × 

    ⋯  

≤ ≤ 

  (4)

이 식은 각 부반송 가 -shift DQPSK변조 됨을 

의미하며, 는 각각 홀수심볼과 짝수심볼로 나뉘어 

신호의 성상도가 [그림 2]의 각각의 짝수심볼성상도와 

홀수심볼 성상도로 나뉘어 분포하게 된다.

이제 [그림 3]은 T-DMB 수신단에서 차동복조의 과

정을 보여 다.

T-DMB의 차동복조 과정은 FFT블럭에서 받은 복소

신호 를 차동복조하는 과정이므로 송신단의 신호 식

(4)를 다음과 같이 표 하면,

그림 2. 차동변조된 기본계층의 -shift DQPSK 신호 
성상도

[3]

Fig. 2. Constellation of -shift DQPSK signal.

그림 3. T-DMB에서의 차동복조

Fig. 3. Differential Demodulation of T-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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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로 표 할 수 있고 이 신호가 채 을 통과하고 FFT

블럭을 거쳐 수신신호 가 되어 차동복조의 입력신호

가 된다.

이제 수신신호 를 다음과 같이 놓으면,

      


 


   


 


  


 
 



 (6)

여기서 는 채 에 의한 크기왜곡을, 는 채

에 의한 상왜곡을 나타낸다.

T-DMB에서 OFDM의 각 부반송 들이 각각 

Frequency Non-Selective이며 한 Slow-Fading을 가

정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   (7)

≅    (8)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송신신호 의 추정치 를 

얻기 하여 차동복조를 수행하면,

  ×  


  


 
 



×   
 

 


    


 (9)

한 T-DMB 신호의 경우 신호의 크기 값이 모

두 1이므로, 식(9)는 차동복조신호 송신신호   는 송

신단의 차동변조 신호  
에 채 에 의한 크

기왜곡  가 곱해진 값으로 복조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AT-DMB 개요

AT-DMB는 T-DMB의 차동변조부분에 계층변조를 

더하여 송효율을 증 시킨 시스템으로 [그림 4]와 같

다[1]. [그림 4]에서 실선사각형은 기존의 T-DMB구조이

그림 4. AT-DMB 시스템 구조

Fig. 4. AT-DMB System Structure.

고 선사각형은 AT-DMB에서 새로이 추가된 구조에 

해당한다.

[그림 4]에서 추가된 부분인 향상계층 임 발생부

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VC에 의하여 추가 데이

터가 발생하게 되며 이 데이터가 계층변조에 입력된다.

계층변조에서는 기존의 -shift DQPSK 변조신호

의 성상도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기존 T-DMB 수신

기에서 향상계층에 의하여 변형된 신호를 무시하고 기

본계층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역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즉, AT-DMB 신호를 송할 경우 

이에 응하는 AT-DMB 수신기는 향상계층 신호를 수

신할 수 있으며 기존의 T-DMB 수신기는 향상계층 신

호를 무시하고 기본계층 신호만 수신할 수 있다.

3. AT-DMB에서의 계층변조

AT-DMB의 핵심은 계층변조에 의한 역호환성을 유

지하며 추가데이터를 송하는 신호 송 방식이다.

계층변조란 기존의 송방식을 기본계층으로 두고 

그 기반 에 추가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향상계층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때 AT-DMB에서는 향상계층에 

추가데이터를 더하는 방식으로 B-모드와 Q-모드 두가

지를 채택하 다.

B-모드란 기본계층의 차동변조의 출력 의 성상

도에 각각 1비트를 추가하여 [그림 5](a)와 같은 성상도

를 구성하여 송하는 방식이며, Q-모드는 기본계층의 

차동변조의 출력 의 성상도에 각각 2비트를 추가하

여 [그림 5](b)와 같은 성상도를 구성하여 송하는 방

식이다.

B-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 T-DMB에 비하여 

50%의 송신호 증가를 기 할 수 있으며 Q-모드의 

경우에는 100%의 데이터율 증가를 기 할 수 있다.

이 게 데이터 송율을 획기 으로 증 시킬 수 있

는 AT-DMB 시스템은 송율 향상의 장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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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모드

(b) Q-모드

그림 5. 계층변조 에서의 비트 매핑[1]

Fig. 5. Bit-Mapping of Hierarchcal modulation.

가로 수신단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단 을 갖는다. 즉, 

AT-DMB 수신단에서는 향상계층을 수신하기 하여 

기존 T-DMB에서 용하지 않았던 채 추정의 단계가 

필수 으로 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필연 으로 용해야 하는 

채 추정의 결과를 기본계층 수신에 용하여 기본계층 

수신성능 향상을 꾀해보고자 한다.

Ⅲ. 채널추정을 이용한 기본계층 수신

채 추정을 이용한 기본계층 수신흐름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은 [그림 3]의 T-DMB 수신흐름에 채 추정 

 등화 그리고 향상계층 복조까지의 과정은 일반 

AT-DMB기능에 추가되어야 하는 기능이며 본 논문에

서는 그 외에 성상도 집 화 과정을 추가하여 기본계층 

그림 6. 제안방법에 의한 AT-DMB 수신흐름

Fig. 6. AT-DMB Receiver using the suggested.

(a) B-모드

(b) Q-모드

그림 7. 제안된 성상도 집 화 개요도

Fig. 7. Conceptual view of Constallation Focusing.

수신성능 향상을 꾀한다.

제안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AT-DMB의 경우 수신

신호에 하여 채 추정/등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과

정으로 바로 수신신호를 추정하지 못하고 다시 차동복

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 한 Coherent 수신

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채 등화의 과정을 거친 수신신호에 향상계

층 변조를 하여 가해진 변형을 완화하기 한 성상도 

집 화과정을 추가하여 기본계층의 수신성능 향상을 기

(87)



50 AT-DMB 시스템에서 채널추정을 이용한 기본계층 수신 성능 향상기법 방극준

하게 된다.

성상도 집 화란 채 등화된 수신신호에 하여 [그

림 7]과 같이 가장 가까운 -shift DQPSK변조 신호

의 성상도 으로 집 화시켜 다음단계인 차동변조의 

입력신호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차동변조과정에서 신호의 확산을 

방지하여 기본계층의 수신성능 향상을 기할 수 있다.  

Ⅳ. 모의실험 및 결과

제안방법에 한 모의실험은 [표 1]과 같이 2가지 채

 3가지 송모드에 하여 각각 기본계층 신호의 2가

지 수신조건에 한 수신 BER 결과를 비교하 다.

모의실험 결과는 [그림 8]과 [그림 9]에서 두 가지 채

에 하여 각각 제안방법에 의한 수신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단, 모의실험 환경  성상비 는 향상계층 성상도

의 이격에 한 항목으로 표
[1]
에서는 1.5, 2.0, 2.5  

구분 종류

채
1. AWGN

2. Exponentially Decaying Delay profile Channel

모의실험

송모드

1. T-DMB 기본

2. AT-DMB B-모드 (성상비   = 1.5)

3. AT-DMB Q-모드 (성상비   = 1.5)

수신조건
1. 채 등화 용 안함 (차동변조)

2. 제안방법

표 2. 모의실험 조건

Table 2. Simulation Environments.

그림 8. AWGN 채 에서의 모의실험 결과

Fig. 8. Simulation result for AWGN.

그림 9. Exp. Delay profile 채 에서의 모의실험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 for Exp. delay profile channel.

3.0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상비가 클수로 이격

간격이 작기 때문에 기본계층의 성능이 향상되고 향상

계층의 성능이 하되는 특징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계층의 성능이 가장 열악한 성상비 =1.5에 하

여 고찰해 본다.

먼  [그림 8]의 AWGN 채 에서의 결과는  

BER 기 으로 T-DMB 기본신호는 제안방법에 의하여 

약 2dB 성능향상이 있음을 확인 하 다. 제안방법이 채

 등화를 이용하는 Coherent 수신방법과 유사하기 때

문에 일반 으로 알려진 성능향상인 3dB 성능향상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 모의실험 환경

에서는 앞의 Ⅲ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송신신호 자체

가 차동변조된 신호이며 채  등화 이후에 차동복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Coherent 수신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차이에 의하여 약 2dB BER 성

능향상은 정상 인 성능 개선으로 보여진다. 한 B-모

드도 역시 기본 T-DMB와 같은 약 2dB의 성능향상을 

보 으며, 특이할 사항은 Q-모드의 제안방법 수신성능

이 B-모드의 수신성능과 동일한 수 으로 향상됨을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9]의 Exponentially Decaying Delay 

profile 채 에서의 결과는 AWGN채 보다 채  환경

이 히 열악하기 때문에 AWGN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AWGN에서와 비슷한 정도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모의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사항은 두가지 채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사항으로 B-모드와 Q-모

드에 하여 일반 인 차동복조를 용하는 경우 수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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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차이가 발생하나 제안방법을 용하는 경우 모

드에 상 없이 같은 성능을 낸다는 것은 향 후 지속

으로 연구해 볼 과제라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층변조의 과정에서 하된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향상계층 수신을 하여 필연 으로 

사용되는 채 추정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계층의 수신성

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 다.

즉, AWGN 채 에서   BER 기 으로 T-DMB 

기본신호  B-모드 향상계층(성상비   )은 제안

방법에 의하여 약 2dB 성능향상이 있음을 확인 하 으

며 Q-모드 향상계층은 B-모드보다 더 큰 성능향상이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제안방법에 의하여 기존의 T-DMB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AT-DMB 에서 향상계층이 포함된 경

우에 기본계층의 성능을 향상계층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크게 하되지 않는 정도를 유지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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