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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방식에서의 분산 주파수 망(distributed 
frequency network: DFN)의 특징 및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관해 고찰하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분산중계기(Distributed 
Translator: DTxR)를 제안한다. DFN은 송신기와 중계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송신기 신호를 중계하는 모든

중계기들 간에는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망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DTxR 구현을 위한 복조, 등화, TxID (Transmitter 
Identification) 생성 및 삽입, 변조, 그리고 중계기간 주파수 일치 등과 같은 신호처리 기술을 소개한다.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echnological requirements to broadcast digital television signals using distributed frequency network (DFN) 
in the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 transmission system and proposes distributed translator (DTxR) to meet such 
requirements. In the DFN, DTxR uses different frequency from main transmitter, but same among DTxRs.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digital signal processing (DSP) techniques, which consist of demodulation, equalization, transmitter identification (TxID) 
generation and insertion, and modulation, to implement DTxR.
 

Keywords : ATSC, SFN, MFN, DFN, DTxR

I. 서 론

지상파 TV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의 방송권역내에서 방송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송신기

및 중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TV 방송뿐 아니라, ATSC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은 각각

의 송신기 또는 중계기에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

여 방송망을 구성하는 다중 주파수 망(Multiple Frequency 
Network: MFN)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MFN을

통한 방송망 구축은 동일 주파수 간섭이 없는 원거리 지역

을 제외하고는 같은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

파수 이용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방송망 구성방법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과 지상파 디지

털 TV 방송을 동시에 방송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방송

사의 송신기 및 중계기에 할당할 방송 주파수가 부족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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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FN (b) SFN (c) DFN

   그림 1. 지상파 DTV 방송망 개념도
   Fig. 1. Concept of the terrestrial DTV broadcasting networks

정이다. 따라서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높은 방송망 구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빠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동시방송에 따른 주파수 부족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송망 구축 기술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부족현상 및 낮은 주파수 이용효율을 해

결하기 위해, 다수의 송신기와 중계기가 동일한 주파수 대

역을 사용하여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고 방송 구역 내에서

안정적인 전파 세기를 제공하는 단일 주파수 망(Single 
Frequency Network: SF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TSC 방식의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에서 SFN 구성

을 위한 기술은 다수의 송신기들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분산 송신기(Distributed Transmitters: 
DTxT) 기술과 송신기와 이 송신기 신호를 중계하는 중계

기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디지털 동일채널 중계기

(Digital On-Channel Repeater: DOCR) 기술로 크게 나누어

지며, 두 기술을 혼용하여 SFN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1-4]. 하지만, DTxT 기술은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는 송

신기에 송신기간의 동기를 맞추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추

가해야 하고, 송신기들 사이의 거리가 제한되며,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DOCR 
기술은 기존에 설치된 송신기의 변경 없이 SFN 구성이 가

능하지만, 출력 전력이 낮고 출력 신호의 품질이 떨어지며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DTxT
와 DOCR를 이용하여 SFN을 구성할 경우 주파수 이용 효

율은 높일 수 있으나 송신기와 중계기들이 동일 주파수를

사용함으로 인해 수신기에서는 많은 다중경로 신호가 존재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다중경로 신호는 방송

구역 내에서 수신기의 등화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방송망 설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최근에는 MFN과 SFN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송신기

와 중계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송신

기 신호를 중계하는 모든 중계기들 간에는 동일한 주파수

를 사용하는 분산 주파수 망(Distributed Frequency Net- 
work: DF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6]. 
DFN은 MFN과 SFN의 장점을 결합한 즉, 주파수 이용효율

을 높일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송신기의 변경이 필요

없어 망 구성이 용이하며 동일채널 간섭신호가 SFN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은 방송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DFN의 특

징 및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관해 고찰하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분산중계기(Distributed Translator: DTxR)
의 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복조(demodulation), 등화(equal- 
ization), TxID (Transmitter Identification) 생성 및 삽입, 변
조(modulation), 그리고 중계기간 주파수 일치(frequency 
synchronization) 등과 같은 제안된 DTxR 구현을 위한 신

호처리 기술을 소개한다.

 

II.  분산 주파수 방송망

1.  분산 주파수 방송망의 특징

일반적으로 지상파 TV 방송망은 넓은 방송구역에 안정적

인 방송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송신기와 난시청 지역 해소

및 방송구역 확장을 위한 중계기로 구성된다. 그림 1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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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FN에서의 지상파 DTV 수신환경
Fig. 3. Reception environment of the terrestrial DTV in DFN

파 DTV 방송망의 개념도이며, 송신기와 중계기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따라 MFN, SFN, 그리고 DFN으로 구분된다.
그림 1 (a)는 모든 송신기와 중계기가 서로 다른 주파수

를 사용하는 MFN을 나타낸다. 그림 1 (a)에서 알파벳은 주

파수(채널)를 의미하며 큰 원과 작은 원은 각각 송신기와

주파수변환 중계기를 나타낸다. MFN은 주파수 이용효율

이 매우 낮지만, 송/중계기에 의한 동일채널 간섭신호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망 품질이 높다. 또한, 송/중계기의

송출전력 제한이 없으며 중계기의 설치가 용이하다. 하지

만, 현재와 같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TV 방송이 동시 방송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송신기 및 중계기에 할당할 방송 주

파수의 부족으로 인해 MFN 구성이 불가능하다. 
그림 1 (b)는 모든 송신기와 중계기가 같은 주파수를 사

용하는 SFN을 나타낸다. 그림 1 (b)에서 실선원과 점선원은

각각 DTxT와 DOCR을 나타낸다. SFN은 주파수 이용효율

이 매우 높지만, 송/중계기의 동일채널 간섭신호 때문에

MFN보다 방송망 품질이 낮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송신기에 송신기간 동기 일치를 위한 새로운 장치를 추가해

야 하고, 송신기들 사이의 거리도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DOCR 송수신 안테나의 낮은 분리도(isolation)로 야기된

궤환신호로 인해 DOCR 송출전력도 제한된다. 그림 1 (c)는
송신기와 중계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각각의 중

계기들 간에는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DFN을 나타낸다. 
그림 1 (c)에서 큰 원과 작은 원은 각각 송신기와 DTxR

을 나타낸다. DFN은 주파수 이용효율이 MFN보다 높고 송

신기에 의한 동일채널 간섭신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FN 보다 방송망 품질이 우수하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송신기의 변경이 없어 망 구성이 용이하며 궤환신호가 없

기 때문에 중계기 송출전력 제한도 없다. 표 1과 그림 2는
MFN, SFN, 그리고 DFN의 상대적인 특징 및 비교를 나타

낸다.  

 MFN SFN DFN

주파수 효율성 낮음 매우 높음 높음

기존 송출시설 활용 높음 중간 높음

방송망 품질 높음 중간 다소 높음

출력 전력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제한 없음

표 1. MFN, SFN, 그리고 DFN의 특징
Table 1. Features of MFN, SFN, and DFN

그림 2. 지상파 DTV 방송망 비교
Fig. 2. Comparison of the terrestrial DTV broadcasting networks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DFN을 통해 서비스하려면

DTV 수신기는 그림 3과 같이 각각의 중계기들로부터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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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TSC 표준 TCM 부호기 및 프리코드
Fig. 5. ATSC standard TCM encoder and pre-coder

그림 4. ATSC 지상파 DTV 수신기의 등화능력
Fig. 4. Equalization capability of the ATSC terrestrial DTV receivers

출되는 신호를 다중경로(multi-path) 신호로 인지하고 제거

할 수 있어야 한다. ATSC 지상파 DTV 수신기는 다중경로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적응형 등화기를 사용하며, 수신기별

등화능력은 그림 4와 같다. 03년 이전에 제작된 수신기는

열악한 등화능력과 다른 DTxR의 동일채널 간섭신호 때문

에 수신성능이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에서 보여지

는 것처럼 최근 개발된 수신기들은 등화능력이 크게 향상되

었기 때문에 DFN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DFN 구성을 위한 요구사항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DFN을 통해 서비스하려면 다

음과 같은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중계기들은 중계기간 동일한 출력신호를 가져야한

다. 그러나 ATSC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중계기는 그림 5와
같은 TCM (Trellis Coded Modulation) 부호기와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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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계기간 서로 다른 출력신호로 인한 수신 성능 저하
Fig. 6. Reception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different output signals among rep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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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pler Shift 발생

중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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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기준주파수 #1 = 10.0000000 MHz

기준주파수 #2 = 10.0000001 MHz

기준주파수 #1 X 53.3 = 533.00000000 MHz

기준주파수 #2 X 53.3 = 533.00000533 MHz

주파수 차이 = 5.3 Hz

그림 7. 중계기간 송출 주파수 차이로 인한 수신 성능 저하
Fig. 7. Reception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transmitting frequency difference among repeaters 

coder로 구성된 트렐리스 부호부를 포함하며, 중계기의 출

력신호는 트렐리스 부호부를 구성하는메모리의 상태와 중

계기 입력신호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각 중계기에 입력되는

신호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중계기의 트렐리스 부호부

메모리 상태에 따라 출력신호가 동일하지 않는 모호성

(ambiguity)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그림 6처
럼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중계기 출력 신호들은 상호 연관

성(correlation)이 없는잡음 신호가 되고, 이러한잡음 신호

는 수신기에서 등화기 혹은 다른 장치로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기 성능 저하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ATSC 
방식의 중계기들로 DF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트렐리스 부

호부의메모리 상태에 관계없이 중계기들이 동일한 출력신

호를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중계기들은 중계기간 동일한 주파수를 통해 신호

를 전송해야 한다. 만약그림 7과 같이 중계기들의 송신 주

파수가 다르다면 도플러쉬프트(Doppler shift) 성질을 가지

는 동적(dynamic) 고스트 신호성분을 야기 시키고, 이것은

수신기의 적응 등화기의 성능열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방

송구역을 축소시킨다. 예를 들어, 그림 7의 중계기 #1과 #2
의 기준주파수가 각각 10 MHz와 10.0000001 MHz라고 가

정하자. 0.1 Hz 차이가 나는 기준주파수를 사용하여 24번
DTV 채널(중심주파수 = 533 MHz)을 생성하면 두 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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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계기 입력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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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우수한 중계기 출력 스펙트럼

(d) 열악한 중계기 출력 스펙트럼

채널 D

채널 D

그림 8. 중계기 입/출력 신호의 특성
Fig. 8. Characteristics of input/output signal of repeater

간 주파수차이는약 5.3 Hz 만큼발생한다. 따라서, ATSC 
방식의 중계기들로 DF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계기간 송

출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중계기들은 우수한 입력신호 선택성(selectivity)과

출력 신호 품질을 가져야 한다.  즉, 중계기 수신 신호가 그

림 8 (b)처럼 인접 채널이 존재하고 원하는 채널이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및 다중경로로 인해왜곡

되더라도, 중계기 출력 신호는 그림 8 (d)처럼 우수한 품질

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중계기

는 다중경로 신호, AWGN, 그리고 인접 채널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만약이러한 제거 능력이 없다면, 중계

기 출력 신호는 그림 8 (c)처럼 보이게 된다. 그림 8 (c)의
잔존하는 다중경로 및 AWGN 성분들은 중계기 출력 SNR 
(Signal to Noise Ratio)을 악화시켜 중계기의 방송구역을

축소시키고, 잔존하는 인접 채널 성분은 인접 채널 간섭을

야기한다.
넷째, 중계기는 송출시간을 제어하여 DFN에서 발생하는

동일채널 간섭신호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

른 위치에 있는 중계기들은 송신기와 중계기들간의 거리

차로 인해 송출 시간 간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송출

시간의 편차는 방송구역 내에서 지연시간이 긴 다중경로

신호를 발생시키며, 수신기의 수신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

인이 된다. 따라서, ATSC 방식의 중계기들로 DFN을 구성

하기 위해서는 각 중계기의 식별(identification)을 통한 망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III.  분산중계기(DTxR)

1. 분산중계기 구조 및 특징

본 절에서는 DFN 구성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족

하는 그림 9와 같은 구조의 DTxR을 제안한다. DTxR은
Pre-selector, LNA (Low Noise Amplifier), 주파수 하향변

환기, 복조기, 등화기, TxID 생성 및 삽입기, 변조기, 주파

수 상향변환기, HPA (High Power Amplifier), 그리고 채널

필터로 구성된다. DTxR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EDOCR 
(Equalization Digital On-Channel Repeater)과 동일하지만
[3][4], 그 기능블록의 구현방법은 서로 다르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진다.
 
① DTxR은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복호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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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호 처리부Reference Clock

그림 9. DTxR의 구조
Fig. 9. Structure of the DTxR

호화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트렐리스 부호부의

메모리 상태에 따라 DTxR의 출력신호가 다른, 즉 모

호성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 
② DTxR은 수신신호로부터 기준주파수를 생성하여

DTxR간 송신 주파수를 일치시킨다. 즉, 수신신호로

부터 복원된 주파수 및 타이밍 offset과 송수신 채널

의 주파수 차이를 이용하여 DTxR간 송신 주파수를

일치시키며, 특히 복원된 offset 정보는 각 DTxR 내부

10 MHz LO (Local Oscillator)의 주파수 offset을 보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DTxR간 주파수 일치

방법은 기준주파수 생성을 위한 GPS (Global Posi- 
tioning System)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③ DTxR은 복조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접채널 제거능

력이 우수하며, 변조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송신신호

의 RF Spectrum Mask 규격을 만족한다. 또한, DTxR
은 TBD (Trace Back Depth)가 1인 트렐리스 복호

기를 판정장치(decision device)로 가지는 블라인드

(blind) DFE (Decision Feedback Equalizer)를 사용한

다
[7]. 이러한 블라인드 DFE는 송신기와 DTxR 사이

의 전송로에 의해 야기된 잡음 및 다중경로 신호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DTxR 출력신호 품질을 입력

신호보다 우수하게 만든다.
④ DTxR은 중계기 식별을 위해 ATSC RP (Recom- 

mended Practice) A/110에서 제시된 TxID 신호를 사

용하며
[8], 송출시간 제어를 통해 중계기간의 동일채

널 신호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9]. 

2. DTxR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DTxR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은 복조, 등화, TxID 생성

및 삽입, 변조, 그리고 중계기간 주파수 일치로 구성된다.
 
2.1  복조 기술
DTxR을 위해 제안된 VSB (Vestigial Sideband) 복조 방

법은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구성되며, 그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  1 단계: 중심 주파수가 인 IF 신호는 I/Q 하향 변환

기에 의해 중심 주파수가 0 Hz인 신호로 변환된다.
■  2 단계: 중심 주파수가 0 Hz인 I와 Q 성분은 기저대역

정합필터 쌍(pair)에 의해 필터링된다.
■  3 단계: 필터링된 I와 Q 성분은 I/Q 상향 변환기에 의

해 중심 주파수가 2.69 MHz에 위치하도록, 즉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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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UPf MHz=

)2cos( nTf IF ××p

)2sin( nTf IF ××- p

)2cos( nTfUP ××p

)2sin( nTfUP ××p

그림 10. 복조기의 구조
Fig. 10. Structure of the demodulator

성분이 0 Hz에 위치하도록 변환되며, 기저 대역 VSB 
신호를 형성하기 위해 합쳐진다.

제안된 복조기의 기저대역 정합필터는 수신 SNR을 최

대화 시킬 뿐만 아니라 LPF (Low Pass Filter) 역할을 함

께 수행한다. 따라서, 하모닉(harmonic)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부가적인 LPF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도가 낮

다. 일반적으로 정합필터는 SRRC (Square Root Raised 
Cosine) 필터를 사용한다. 이론적으로 ISI (Inter-Symbol 
Interfe- rence)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SRRC 필터 탭 수가 요구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 백

탭의 SRRC 필터만으로도 ISI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SRRC 필터 탭 수가 증가하면, 복조부 출력 SNR은 향상

되지만 복잡도 및 시간지연이 증가한다. 따라서, SRRC 필
터의 탭 수는 SNR 성능과 복잡도 및 시간지연을 고려하

여 결정되어야 한다. DTxR 시스템에서는 등화기가 수신

신호의 SNR을 향상시키고 짧은 탭의 정합필터로 인해 야

기된 왜곡들을 보상하기 때문에, SRRC 필터의 탭 수를

감소시켜 복잡도 및 시간지연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DTxR은 EDOCR과 달리 시간지연에 관한 엄격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EDOCR 보다 많은 탭 수의 정합필터

를 사용할 수 있다.

2.2  등화 기술
DTxR에서 사용되는 등화기는 EDOCR에서 사용하는 등

화기와 동일하며, 그림 11 (a)처럼 FF(Feed-Forward: FIR) 
필터부, FB(Feed-Back: IIR) 필터부, 그리고 지능형양자화

기(trace-back depth가 1인 트렐리스 복호기)로 구성된다
[7]. 

등화기는 다양한 형태의 선형왜곡, 즉 다중경로왜곡에 의

한 수신 신호의 ISI, 인접 채널 간섭, 짧은탭을 가지는 정합

필터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왜곡등을 보상하기 위해 사

용된다. 또한, 지능형양자화기는오류정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NR 대비 BER (Bit Error Ratio) 성능을 향상

시킨다. 
그림 11과 12는 지능형 양자화기를 판정 장치로 가지는

등화기의 신호 성상 및 SER (Symbol Error Rate)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11 (a)는 제안된 등화기의 구조를, 그림 11 
(b)는 등화기 입력 신호의 성상을 각각 나타낸다. 다중경로

신호 및 잡음 등으로 인해 등화기 입력 신호의 눈(eye)은
닫혀 있지만, 등화 후 등화기 출력 신호(original output)는
그림 11 (c)처럼 눈이 열리게 된다. 그림 11 (c)에 의하면, 
다중경로 신호는 등화기에 의해 제거되지만 잡음 성분은

여전히남아 있다. 하지만, 판정 장치로 사용된 지능형양자

화기는오류정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화후잔존

하는잡음 성분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출력 신호는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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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능형 양자화기의 SER 성능
Fig. 12. SER performance of the intelligent slicer

그림 11. 지능형 양자화기를 사용하는 제안된 등화기의 구조 및 신호 성상
Fig. 11. Structure and signal constellation of the proposed equalizer with intelligent slicer

(d)와 같다. 그림 12는브라질 채널 A에서의 지능형양자화

기와 기존 양자화기의 SER 성능을 나타낸다. 지능형 양자

화기는 기존 양자화기에 비해 SER 성능이 5dB 이상 우수

하며, 수신 CNR (Carrier to Noise Ratio)이 22 dB 이상이면

SER 성능 10-5 이하를 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계기

가 설치되는 지역은 충분한 CNR과 송신기로부터의 LOS 
(Line of Sight)가 확보되기 때문에, 송신기와 DTxR 사이의

전송로에 의해 야기된잡음 및 다중경로 신호는 제안된 등



방송공학회논문지 2010년 제15권 제1호 23

그림 14. Kasami 수열 삽입 전후에서의 신호 성상
Fig. 14. Signal constellation before and after Kasami sequence injection

그림 13. Kasami 수열 생성기
Fig. 13. Kasami sequence generator

화기를 통해 쉽게 제거될 수 있다. 
 
2.3  TxID 생성 및 삽입 기술
ATSC RP A/111에서는 송신기혹은 중계기의 식별을 위

해 상관(correlation) 특성이 우수한 Kasami 수열을 TxID 
신호로 할당하여 송신 및 중계 신호에 부가하여 전송하고, 
TxID 신호분석기를 통하여 각 송신기 및 중계기에 의해 발

생되는 채널환경을 검출할 수 있도록한다
[8]. Kasami 수열

은 차수()가 짝수 일 때 존재하며, ‘Large set’과 ‘Small 
set’으로 분류되고, ‘Lagre set’은 ‘Small set’의 모든 수열을

포함한다. 또한, Kasami 수열은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및 상호상관(cross-correlation)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많은 패밀리사이즈(family size)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
[10]. 

ATSC RP A/110에서 정의된 Kasami 수열은 인 ‘Large set’
이며, MSRG (Modular Shift Register Generator) 형태의

Kasami 수열 생성기는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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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2 IFf nTp × ×

 IFf IF Frequency=

( )cos 2 IFf nTp × ×

그림 15. 변조기의 구조
Fig. 15. Structure of the modulator

Kasami 수열은 DTV 전송프레임에서 필드싱크(field 
sync) 세그먼트를 제외한 모든 VSB 데이터 세그먼트에 삽

입되며, Kasami 수열 삽입 전후에서의 신호 성상은 그림

14와 같다. 한 필드에서 필드싱크 세그먼트(segment)를 제

외한 312 데이터 세그먼트의총심볼수는 259,584 (=312* 
832)이고 Kasami 수열의 주기는 65,535(=)이다. 따
라서, Kasami 수열이 VSB 데이터에 삽입되기 위해서는길

이가 64,896(=65,535-639)인 4개의 truncated Kasami 수열

이 사용되거나혹은길이가 65,535인 3개의 Kasami 수열과

길이가 62,979인 1개의 truncated Kasami 수열이 사용되어

야 한다
[2][11].

시간 인덱스 에서의 ATSC 데이터, BPSK 변조된

Kasami 수열, 그리고 삽입레벨(injection level)을 각각

 ,  , 그리고 라 두면, 8-VSB 신호와 확산대역(sp-
read spectrum) 형태로 삽입된 Kasami 신호와의 평균전력

비, 즉, BR (Bury Ratio)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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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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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B 데이터의 평균전력은   이고 BPSK 변조

된 Kasami 수열의 평균전력은   이므로, 삽입레

벨 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10

21
10 BRa -= (2)

 
ATSC RP A/111에서는 -30 dB의 BR (  ) 사용

을 권장하고 있다.
 
2.4  변조 기술
ATSC 방식의 지상파 DTV 송신기 혹은 중계기에서 사

용하고 있는 변조기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15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구성된다.

 
■  1 단계: 등화기 출력신호(TxID 신호 포함), 필드 및

세그먼트 동기 신호로 구성된 프레임(frame) 신호는

파일롯(pilot) 신호가 삽입되고, 업샘플링(up-sampling) 
된다.

■  2 단계: 업샘플링된프레임 신호는 VSB I/Q 펄스성형

필터에 의해 필터링된다.
■  3 단계: 중심 주파수가 2.69 MHz인 VSB 필터링된

I와 Q 성분은 I/Q 상향 변환기에 의해 중심 주파수가

에 위치하도록변환되며, IF 대역의 디지털 VSB 신호

를 형성하기 위해 합쳐진다.

일반적으로 ATSC DTV 변조기에 의해 생성된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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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파수일치 블록도
Fig. 16. Block diagram for frequency synchronization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요구하는

Spectrum Mask를 만족해야 하며, 27 dB 이상의 SNR을 가

져야 한다
[12]. ATSC DTV 변조기에서는 VSB 펄스성형 필

터로 SRRC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EDOCR
처럼 복잡도와 시간지연을 줄이기 위해 대역내의 리플을

많이 가지지만 대역외 억압 특성이 우수한 ER (Equi-rip-
ple) 필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13]. 참고문헌 [13]에 의하면, 
심볼들이 ATSC 심볼율의 4배만큼 업 샘플링되었다고 가

정할 때, SRRC 필터계수를 사용하여 생성된 VSB 펄스성

형 필터는약 420 탭이상을, ER 필터계수를 사용하여 생성

된 VSB 펄스성형 필터는약 140 탭이상을 사용해야 요구

되는 SNR 및 Spectrum Mask를 동시에 만족한다. 하지만, 
ER 필터는 대역외억압특성이 우수하지만 대역 내 리플이

많기 때문에, 즉 이상적인 Nyquist 펄스성형 필터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탭 수를 가지는 SRRC 필터에 비해 출력신

호 SNR이 낮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2.5  중계기간 주파수 일치 기술
일반적으로 중계기는 RF 상하향 변환을 위해 LO를 사용

하며, LO의 주파수는 중계기마다 이상적인값과 조금 다른

오차를 가진다. 만약중계기의 수신 및 송신 주파수가 다르

고 중계기간 송신 주파수가 동일하다면 중계기 내부 LO의

주파수 오차는 중계기간 RF 송신 주파수에오차를 발생시

킨다. 중계기간 송신 주파수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중계기들이 동일한 참조 주파수(reference fre-
quency)를 사용하거나 각 중계기 내부 LO의 주파수오차를

중계기 자체에서 상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중계기에 동일한 참조 주파수로 GPS 신

호를 사용한다
[1]. GPS 신호를 각 중계기의 참조 주파수로

사용하면 각 중계기 내부 LO의 주파수오차가 동일하게 되

어 중계기 송신신호간의 주파수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

다. 하지만, GPS 신호를 PLL (Phase-Locked Loop)을 거쳐

각 중계기의 국부 발진 신호로 생성하면 평균적인 주파수

는 안정적이나 순간적인 주파수 변화, 즉 지터(jitter)가 크

게 발생할 수 있어 중계기 송신신호간 주파수오차가 순간

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6은 반송파 복원 및 타이밍복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안된 주파수 일치 방법의 블록도이다. LO 출력 신호는

주파수 하향 변환부, 주파수 상향 변환부,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그리고 DAC (Digital to Analog Con- 
verter)에참조 주파수로 공유되고, 반송파 복원부와 반송파

옵셋추출부를 통해 RF 반송파 주파수옵셋및 국부 발진기

자체의 주파수오차를 추출한다. 여기서, RF 반송파 주파수

옵셋은 모든 중계기에 동일한 값이므로 중계기 송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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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의의 값으로 스케일링되어도 중계기 송신 신호간 주

파수 일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LO 자체의 주파수오

차는 각 중계기마다 서로 다르므로 이값을 적절히 스케일

링하여 주파수옵셋 가산부를 통해 IF 송신 신호에 가산해

준다. 스케일링부의 스켕일링 값은 타이밍 복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그림 16의 경우 타이밍복원

을 하므로 스케일링값은 송신 RF 주파수, 송신 IF 주파수, 
DAC 주파수 대 수신 RF 주파수, 수신 IF 주파수, DAC 주
파수의 비로 정해진다. LO의 주파수오차는 DAC 후 IF 신
호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파수 상향 변환 되는 과정에

서 상쇄된다. 중계기 수신 RF 신호의 주파수 오차는 모든

중계기에 대해 동일하므로 중계기 송신 신호간의 주파수가

모든 중계기에 대해 동일한 타이밍 주파수이므로 중계기

송신 신호간의 주파수가 일치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송신기와 중계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송신기 신호를 중계하는 모든 중계기

들 간에는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DFN의 특징 및 기

술적인 요구사항에 관해 고찰하였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

하기 위한 DTxR을 제안하였다. DFN은 MFN과 SFN의

장점을 결합한 즉,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기

존에 설치된 송신기의 변경이 필요 없어 망 구성이 용이

하며 동일채널 간섭신호가 SFN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방송망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DTxR 구조의 특징뿐만 아니라

DTxR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로 복조, 등화, TxID 생
성 및 삽입, 변조, 그리고 중계기간 주파수 일치 등을 소개

하였다. DTxR을 이용하여 실제 방송환경에서 DFN을 구

성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테스트, 필드 테스트, 실험 및

시험 방송, 주파수 배치 등과 같은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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