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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T-DMB(Terrestrial-DMB) 방식과 호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동환경에서 고 송 효율,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휴  이동 방송 방식인 AT-DMB(Advanced T-DMB) 시스템을 소개한다. AT-DMB 시스템에 새로 도입된 

계층 변조방식은 기존의 데이터 스트림에 부가 인 데이터 스트림을 삽입하여 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AT-DMB는 기존의 

T-DMB보다 더 많은 유효데이터를 송할 수 있어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많은 방송 서비스 채 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AT-DMB 시스템에서 새롭게 도입된 계층변조 방식과 기존의 T-DMB 시스템과의 성능을 비

교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계층변조에 의한 성능을 분석하 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n Advanced Terrestrial DMB (AT-DMB) system which provides higher efficiency of transmission and 
better quality of service than conventional T-DMB system. In AT-DMB, a hierarchical modulation method is applied to transmit 
more data while maintaining backward compatibility to conventional T-DMB receivers. This method can provide not only high 
quality video service but also lots of broadcasting channels.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of the hierarchical modulation in 
AT-DMB system is analyzed with computer simulation in several environments compared with the performance of T-DMB system. 

Keyword : T-DMB, Advanced T-DMB, hierarchical modulation, mobile broadcasting, OFDM, Turbo code

Ⅰ. 서 론

2005년 12월에 세계 최 의 상용 휴 이동 방송 서비스로 

시작된 T-DMB는 재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T-DMB는 유럽의 DAB 기술인 

Eureka-147 시스템을 확장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가정, 차량, 야외 등에서 고음질, 다채 의 오디오 서비스뿐

만 아니라 CIF 의 비디오 서비스, 고수익의 비즈니스 모델

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DVB-H (Digital Video Broadcasting- 
Handheld) 방식을 이용하여, 2006년 5월 이탈리아에서 처

음으로 상용서비스를 실시하 다. 한, 미국에서는 컴이 

주도한, FLO (Forward Ling Only) 방식을 개발하여 2007년 

3월부터 미국의 일부 주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 다. 이
러한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휴 이동 방송기술 에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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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는 송출장비 설치비용이 상 으로 렴하고, 방송 커

버리지가 넓다는 장 이 있으나 다른 방식들에 비해 주 수 

비 가용 채 수가 작은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 세계 최 의 휴  이동 방송 시스템으로서의 경쟁

력을 유지하기 해서 T-DMB의 유효 데이터 송률(effec- 
tive data rate)을 증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Advanced T- 

DMB는 새롭게 도입되는 계층변조에 의한 증 되는 유효 데

이터 송률을 활용하여, 동일 주 수 역에서 기존 T-DMB 
방송에 비해 최  2배까지의 가용 서비스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한 SD 의 해상도로 제작된 비디오 콘텐츠를 

AT-DMB를 통하여 VGA 크기의 화면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AT-DMB 기술은 휴 이동 방송과 지상  DTV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인 체 수단이 될 수 있어, 휴
 이동 방송의 확산과 더불어 해외 디지털 방송 시장 개척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그러나 AT- 
DMB 상용 서비스를 해서는 기존 T-DMB와의 역호환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기존 T-DMB 서비스 커버리지에 

한 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제조건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T-DMB 시스템과 새롭게 도입된 계층 

변조 방식에 해 소개하고, 이동환경 에서의 성능 향상을 

한 계층변조 B 모드와 고정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한 

계층변조 Q 모드의 신호 생성 방식  성능을 분석하 다. 

Ⅱ. AT-DMB를 한 계층변조

1. AT-DMB 시스템

AT-DMB시스템은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의 두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층(HP: High Priority)은 기존의 지상

 DMB 서비스를 지원하는 계층으로서, 기존 지상  

DMB 수신기와 새롭게 개발될 AT-DMB 수신기로 수신될 

수 있다. 향상 계층(LP: Low Priority)은 기존 지상  DMB
의 데이터 송용량을 증가시키기 해서 기본계층에 계층

변조를 용하여 추가한 계층으로서 AT-DMB 수신기로만 

수신이 가능하다. AT-DMB 시스템은 그림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송신단과 수신단으로 구성되며, 송신단은 기본계층 

임 발생부, 향상계층 임 발생부, 계층 변조, OFDM 
변조기  지상  링크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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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T-DMB 시스템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of AT-DM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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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T-DMB 수신기 개요도

Fig. 2. Concept of AT-DMB receiver

향상계층 임 발생부는 향상계층의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입력 장치, 향상계층의 DAB
임다 화기로 구성된다. AT-DMB 수신기의 개요도는 그

림 2와 같다. AT-DMB 수신기의 OFDM 복조기에서, T- 
DMB에 해당하는 기본 계층 데이터는 기본 계층 복조기로 

송되고, 향상계층 데이터는 향상 계층 복조기로 송된

다. 기본 계층과 향상 계층 복조기는 데이터를 복조한 다음 

해당 서비스 디코더로 송한다.
향상계층은 수신환경을 고려하여 계층변조 B모드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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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층변조 B 모드에서 계층변조 된 신호의 성상도

Fig. 5. Constellation of hierarchical modulation symbol in B mode

층변조 Q 모드의 2 종류의 계층변조 모드로 나뉘어있다. 
계층 변조 B모드는 BPSK 심볼 매핑을 이용하고, 계층변조 

Q 모드는 QPSK 심볼 매핑을 이용한다. 계층변조 B 모드는 

계층변조 Q 모드와 비교하여 채  유효 송용량은 어드

나, 이동 채 에서의 수신 성능이 더 우수한 장 이 있다.

2. 심볼 매핑

2.1 계층변조 B 모드

그림 3은 기존 T-DMB의 변조방식인 π/4-DQPSK의 신

호 성상도이다. π/4-DQPSK는 홀수번째 심볼과 짝수번째 

심볼의 성상에 변화를 으로써 ±45°, ±135°의 상 변화

                C onstellaiton p oint (eve n sym bol)
                C onstellaiton p oint (odd   sym bol)
                T ransition to ne xt po int

imag

rea l

그림 3. 차등변조된 π/4-DQPSK 신호 성상도

Fig. 3. Constellation of π/4-DQPSK symbol

를 갖는 변조방식이다. 
AT-DMB에 새롭게 도입된 계층변조 방식  B 모드는 

고속이동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T-DMB 방식에 비해 약 

1.5배의 송용량을 증 시킬수 있는 방식이다. 계층변조 

심볼 매핑은 기본계층 심볼 매핑과 향상계층 심볼 매핑으

로 구분된다. 향상계층 비트열은 BPSK 심볼로 매핑된다.
계층변조 B 모드에서 계층변조는 그림3에 나타낸 기본

계층의 π/4-DQPSK 심볼과 그림 4에 나타낸 향상계층의 

BPSK 심볼을 결합하여 수행하며 그림 5와 같이 계층변조

real

imag

10

그림 4. 계층변조 B 모드의 BPSK 심볼 성상도

Fig. 4. Constellation of BPSK symbol for hierarchical modulation (B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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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층변조 B 모드에서 계층변조된 AT-DMB 신호의 비트 매핑

Fig. 7. Bit mapping of AT-DMB symbol in hierarchical modulation (B mode)

된 새로운 성상을 나타낸다. 계층변조 B 모드에서 계층변

조의 성상비 α 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계층변조는 차동변조된 기본계층의 π/4-DQPSK 심볼과 

향상계층의 BPSK 출력심볼을 결합하여 수행한다. 계층변

조는 고속정보채 과 주 서비스채 에 해서 용되며, 
동기채 에 해서는 용되지 않는다.

  


(1)

                                             
α는 (1.5, 2.0, 2.5, 3.0)의 4종류 값을 가진다. 그리고 α를 

변경하여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의 오류율을 조 함으로써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의 방송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계층

변조는 식 (2)와 같이 향상계층의 BPSK 심볼의 크기를 조

정한 후에 기본계층 심볼과 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for   

and  

≤ ≤ 


(2)

  tan


(3)

의 식에서 
는 계층변조된 심볼이며,  는 각각 

OFDM 심볼의 시간 지수와 부반송  지수이고, 는 π

/4-DQPSK 변조된 기본계층 심볼, 는 BPSK로 변조된 향

상계층 심볼을 나타낸다. 와 
의 력은 모두 1이다. 

그림 6에 계층변조 B 모드 계층 변조기의 구조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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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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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변조 심볼

그림 6. 계층변조 B 모드 계층 변조기 구성도

Fig. 6. Block diagram of hierarchical modulator for B mode

그림 7은 계층변조된 AT-DMB 신호의 심볼 의 비트 매

핑 결과이다. 

2.2 계층변조 Q 모드

계층변조 Q모드는 속이동환경 혹은 고정 수신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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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층변조 Q 모드에서 계층변조된 신호의 성상도

Fig. 9. Constellation of hierarchical modulation symbol in Q mode

한 모드로, 기존  T-DMB 방식보다 최  2배의 송효율

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Q 모드에서의 계층변조는 

그림 3과 그림 8의 심볼을 결합한 형태 이며, Q 모드로 계

층 변조된 신호의 성상은 그림 9와 같다. Q모드에서 계층변

조의 성상비 α는 식 (1)과 같이 동일하게 정의된다.

real

imag

1101

1000

그림 8. 계층변조 Q 모드의 QPSK 심볼 성상도

Fig. 8. Constellation of QPSK symbol for hierarchical modulation
(Q Mode)

 

Q모드 에서의 계층변조는 식 (4)와 같이 향상계층의 

QPSK 심볼을 회 시키고 크기를 조정한 후에 기본계층 심

볼과 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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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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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an


(5)

의 식에서 는 π/4-DQPSK 변조된 기본계층 심볼, 

는 QPSK로 변조된 향상계층 심볼을 나타낸다. 와 


의 력은 모두 1이다. 
그림10은 Q 모드 계층 변조기의 구조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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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계층변조 Q 모드 계층 변조기 구성도

Fig. 10. Block diagram of hierarchical modulator for Q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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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짝수번째 심볼

그림 11. 계층변조 Q 모드에서 계층변조된 AT-DMB 신호의 비트매핑

Fig. 11. Bit mapping of AT-DMB symbol in hierarchical modulation (Q mode)

표 1. 기본계층의 요구 C/N
Table 1. Required C/N for Base layer

Modulation 부호화율
고정 이동 유효데이터

(kbps)Gaussian Rician Rayleigh TU-6

-DQPSK 1/2 5 5.4 8.2 9.6 1152

(dB, BER= 비터비 복호 후)

Q 모드를 통하여 생성된 AT-DMB 신호의 성상도와 이

에 따른 비트매핑은 그림 11과 같다.

Ⅲ. 모의실험 결과  분석

새롭게 도입된 계층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채  

환경에서 모의 산실험을 하 다. 실험에 사용한 오류정

정부호는 π/4-DQPSK변조에서 길 부호, BPSK  QPSK 
변조에서 터보 부호를 사용하 고, 수신기의 이동속도는 

120km/h를 가정하 다. 부호화율은 두 부호 모두 기존 지

상  DMB의 MSC (main service channel) 에서 사용하는 

표 인 부호율인 1/2를 사용하 다. 
지상  DMB의 비디오 서비스에서 수신비트오류성능은 

 이하의 비트오류율을 요구하므로, 체 시스템에서 

의 비트오류율을 분석하기 하여 모의 산실험에서 

비터비 복호기 출력 비트 오율이  일 때 C/N값(요구 

C/N)을 구하 다. 이때, 유효데이터 송률은 기본계층의 

유효데이터인 1152kbps를 기 으로 정하 으며 이에 따라 

향상 계층의 유효데이터는 BPSK 일때 576kbps, QPSK 일
때 1152kbps가 되도록 하 다. 
표 1은 모의 산 실험을 통하여 구한 기본계층의 요구 

C/N 값이다. 고정환경에서 채 모델이 Gaussian, Rician, 
Rayleigh 일때 각각 5dB, 5.4dB, 8.2dB, 이동환경인 TU-6
모델 일때 9.6dB의 C/N 값을 얻을 수 있었다. 
표 2는 BPSK를 향상 계층(LP: Low Priority)에 사용하는 

AT-DMB시스템에서, 모의 산 실험을 통하여 얻은 다양

한 환경에 따른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의 C/N값을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계층변조지수 α가 커짐에 따라 기본계층(HP: 
High Priority) 심볼의 요구 C/N은 감소하고 향상 계층(LP: 
Low Priority) 심볼의 요구 C/N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향
상 계층의 C/N은  최  유효데이터인 576kbps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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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ionⅡ 계층변조지수(α) 부호화율
고정

유효데이터

(kbps)
Gaussian Rician Rayleigh

DQPSK(HP) 1.5
1/2 10 10.7 19 1152

QPSK(LP) 1/2 10.2 10.3 12.3 1152

DQPSK(HP) 2
1/2 8.3 8.5 13 1152

QPSK(LP) 1/2 10.3 11.4 14.1 1152
DQPSK(HP) 2.5

1/2 7.2 7.6 11.5 1152
QPSK(LP) 1/2 12.2 12.2 14.3 1152

DQPSK(HP) 3
1/2 6.7 7 10.5 1152

QPSK(LP) 1/2 12.3 13.3 15.6 1152

(dB, BER=   비터비 복호 후)

표 2. B모드의 요구 C/N
Table 2. Required C/N for B mode

ModulationⅠ 계층변조지수(α) 부호화율
고정 이동 유효데이터 (kbps)

Gaussian Rician Rayleigh TU-6
DQPSK(HP) 1.5

1/2 7.9 8 10.6 12.7 1152
BPSK(LP) 1/2 5.9 6.2 8.2 10.2 576

DQPSK(HP) 2
1/2 7 7.4 9.8 11.7 1152

BPSK(LP) 1/2 6.3 6.3 9.4 12.2 576
DQPSK(HP) 2.5

1/2 6.1 6.8 9.5 11.3 1152
BPSK(LP) 1/2 8.2 8.3 10.2 14 576

DQPSK(HP) 3
1/2 6 6.6 9.2 10.7 1152

BPSK(LP) 1/2 9.5 9.5 10.3 14.2 576

(dB, BER=   비터비 복호 후)

표 3. Q모드의 요구 C/N
Table 3. Required C/N for Q mode

해서 Gaussian 환경에서 α=1일 때 5.9dB, α=2일 때 

6.3dB, α=2.5일 때 8.2dB, α=3일 때 9.5dB 의 C/N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Rician 환경에서는 Gaussian과 비슷한 

6.2dB, 6.3dB, 8.2dB, 9.5dB의 C/N을 나타내고 있다. 
Rayleigh 환경에서는 8.2 dB, 9.4 dB, 10.2 dB, 10.3 dB의 

결과를 보 다. TU-6 채  환경에서는 10.2dB, 12.2dB, 
14dB, 14.2dB로 고정환경에서보다 약2～4dB정도 더 큰 

C/N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TU-6 채  환경에서 기존의 

T-DMB 송방식에 필요한 C/N값(9.6dB) 과 유사한 

AT-DMB 시스템의 기본계층 C/N 값은 10.4dB (α=3 일때)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 향상 계층에 필요한 C/N 값은 14.2 
dB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T-DMB와 유사한 커버리지

를 AT-DMB의 기본계층이 갖도록 하기 해서는 향상계

층에 약 4dB의 더 많은 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반면, 

α=1일 때는 AT-DMB 시스템의 향상계층이 기존의 T- 
DMB와 유사한 커버리지를 갖는 반면, 기본 계층은 커버리

지가 어듬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기존의 

T-DMB 보다 송량이 576kbps 더 증가하여 송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QPSK를 향상 계층에 사용하는 Q모드에서 모의

산 실험한 결과이다. Q모드에서는 향상 계층에 최  유

효데이터인 1152kbps를 더 송할 수 있는 모드이며, B 모
드와 마찬가지로, 기존 T-DMB의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해서는 향상 계층에 약 5dB의 력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는 α=2일 때 Rayleigh 환경에서 결과를 보면, AT- 

DMB 시스템은 기존 T-DMB에 필요한 C/N 9.6dB 보다 약 

3~4dB 높은 C/N에서 정확히, 2배의 유효데이터를 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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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터보 부호화율:1/2, 계층변조 지수:2

 

(b) 터보 부호화율:1/3, 계층변조 지수:3

그림 12. 기본계층과 향상 계층의 수신 BER 성능

Fig. 12. BER Performance of Base layer and Enhancement layer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이동속도에 따른 기본계층과 향상 계층의 

BER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12의 (a)는 터보 코드의 

부호율이 1/2 이고 α가 2일 때, (b)는 터보 코드의 부호율이 

1/3이고 α가 3일 때의 BER을 나타내고 있다. (a)에서 보면 

BER  이상에서는 기본계층(HP)과 향상계층(LP) 모두 

기존 T-DMB의 성능보다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계층 

변조에 의한 심볼간 상  거리가 기존 방식에 비해 어

듬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열화이다. 그러나 SNR 12dB이

상, BER    이하에서는 이동속도 300km/h의 HP와 LP
의 성능이 이동속도 300km/h일 때의 T-DMB성능과 유사

하거나 우수해 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T-DMB보다 부

호화 성능이 우수한 터보 부호화에 의해 낮은 부호화율에

서 AT-DMB 수신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이동속도 300km/h 까지 안정 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AT-DMB 방식은 이와 같이 계층변조 지수, 변조모드, 부

호화율에 따라 기존 T-DMB와 성능 차이의 간격이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T-DMB 서비스의 목 이 고속 

이동환경에서 안정  서비스를 하기 함이면 계층변조 지

수(α)를 3으로 높이고 변조모드를 B모드로 하여 계층변조

의 데이터를 고속에서 안정 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서비

스의 목 이 고정환경에서 고품질의 상을 서비스하기 

함이면 계층변조 지수를 1로 낮추고, 변조모드를 Q모드로 

하여, 높은 데이터율로 송할 수 있도록 목 에 따라 다양

하게 최 화 할 수 있다.

 

Ⅳ. 결 론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존 T-DMB와 호환성을 유

지하면서 고 송효율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계층변조방식을 도입한 AT-DMB 방식을 소개하 다. 이
동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한 계층변조 B 모드와 고정환

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한 계층변조 Q 모드의 신호 생성 

방식과 이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AT-DMB의 계층변조 B모드는 기존 T-DMB

에 비해 유효데이터가 1.5배 증가하고, 수신데이터 오류율

이 BER=일때 수신 SNR이 2dB정도 더 요구되며, 계
층변조 Q모드는 기존 T-DMB에 비해 유효데이터가 2배 증

가하고, 수신데이터 오류율이 BER=일 때 수신 SNR이 

3dB 더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존 

T-DMB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할 것

이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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