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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DMB (AT-DMB) 기술개발 현황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지상파 DMB 방송 기술인 AT-DMB 

(Advanced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기술의 내용과 AT-DMB 기반의 지역한정 데이터방송 서비스 

기술에 대해 기술하고, 실제 필드에서 수행된 실험방송 내용

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AT-DMB 기술은 기존의 T-DMB 방송

과 역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유지하면서 전송용량

을 T-DMB 대비 최대 2배까지 증대시킨 기술이다. 추가확보

된 전송용량에 새로운 채널을 할당하거나 MPEG-4 SVC(S-

calable Video Coding)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T-DMB의 QV-

GA(320x240) 화질 대신 VGA(640x480)급의 고화질을 제공할 

수 있다.

Ⅰ. 서 론 

2005년 12월에 세계 최초의 지상파 모바일 TV인 T-DMB 서

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2012년 말 기준 6천만대 이상의 T-DMB 

수신단말이 보급된 상태이다. T-DMB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서, 이동 중 다양한 콘텐츠 시청을 보장하며 

대국민 안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방송 서비스 제

공에 가장 적절한 매체로 평가 받고 있다

초창기 모바일 방송은 DVB-H, Media FLO, One-seg, 

T-DMB 등이 경쟁 형태로 서비스 되었으나, 현재 서비스가 제

대로 되고 있는 것은 무료 서비스인 T-DMB와 One-seg 정

도이다. T-DMB는 유럽의 Eureka-147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다른 시스템에 

비해 넓은 수신 영역과 전력 효율적인 전송 및 이에 따른 저렴

한 망 구축비용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T-DMB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파수당 전송효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T-DMB와 역호환성을 유지

하면서 전송용량을 2배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AT-DMB가 개

발되었다. AT-DMB는 MPEG-4 SVC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SD급의 화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리적으로 지

상파 HDTV 서비스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HDTV 서비스의 

대안으로 고정수신 환경에서 SD급 DTV 방송서비스를, 이동수

신 환경에서는 QVGA의 기본 화질 모바일 방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2].

AT-DMB 관련 표준 현황은 전송규격 및 고품질 비디오 서비

스 규격의 국내표준이 2009년 TTA표준으로 공표 되었으며, 국

제 표준으로 ITU-R의 SG6에서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 규격이 

개정권고안으로 2011년, 전송규격은 신규권고안으로 2012년 

공표 되었다 [3]-[6].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계층변조 기술을 포함한 AT-DMB 전

송 구조 및 기반 기술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 모바일 방송의 

신규사업 및 수익 창출형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유료기반 지

역한정 데이터방송기술, 4장에서 AT-DMB의 기술 검증을 위한 

실제 필드에서의 실험방송 내용을, 5장에서 AT-DMB 방송망 

도입방안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AT-DMB 전송 구조 

AT-DMB 전송 시스템에서 가장 큰 특징은 T-DMB와의 역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층변조 기술과 향상계층 신호에 대

한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 향상계층의 채널부호로서 터보 부호

를 채택한 것이다. 

AT-DMB의 기술 개발은 기본적으로 T-DMB와의 역호환

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층변조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다. 

AT-DMB에서의 계층변조란 기존의 전송방식인 T-DMB를 기

본계층 신호로 하고 그 기반 위에 추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

여 향상계층 신호를 더하는 방식이다. 즉, 계층변조 기술은 기

본계층의 π/4-DQPSK(Differential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된 신호와 향상계층의 BPSK 또는 QPSK 변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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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더해져 최종적인 AT-DMB의 전송 신호가 생성되는 것

이다. AT-DMB의 계층변조 모드로는 Q모드와 B모드가 정의

되어 있다. Q모드는 향상계층의 변조 기법이 QPSK인 경우를 

의미하고, B모드는 향상계층의 변조 기법이 BPSK인 경우를 의

미한다. 

Q 모드의 경우에는 QPSK 변조된 향상계층 신호에 기본계층 

신호의 위상에 해당하는 위상 회전과 -π/4의 위상 옵셋을 추

가로 적용하여 향상계층 성상의 강인성을 높여주었다. B모드

의 경우에는 기본계층 신호의 위상만큼 BPSK 변조된 향상계

층 신호의 위상을 회전 시킨다. B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T-DMB 대비 50%, Q모드의 경우에는 100%의 데이터 전송률 

증가가 가능하다.

B 모드의 경우에는 향상계층 신호 정보가 계층변조 신호의 크

기(magnitude)에만 실려 있으므로 계층변조 신호의 성상이 채

널에 의해 왜곡되어 위상이 변하더라도 수신단에서 향상계층 

정보를 복원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BPSK 변조를 사용하는 B모드는 신호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상 왜곡에 대해 강인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바

일 방송 서비스에, QPSK 변조를 사용하는 Q모드는 고정 방송 

서비스에 적당하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AT-DMB의 송신 시스템 블록도

와 계층변조 방법 및 성상도를 보여준다. 계층변조 신호의 성상

도를 결정짓는 성상비(constellation ratio)는 아래 수식 (1)과 

같이 정의된다.

그림 1.  AT-DMB 송신 시스템 블록도

그림 2. B모드와 Q모드의 계층변조 방법 및 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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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성상 그룹간의 최소 거리를 나타내고, 는 한 그

룹 안에서의 성상간 거리를 나타낸다. 계층변조된 신호는 기존 

T-DMB 단말기 입장에서는 기존 T-DMB 신호인 기본계층 신

호에 더해져서 수신되는 향상계층 신호가 간섭 신호로 인식된

다. 따라서, 계층변조가 적용될 경우에는 기존 T-DMB 단말기

의 수신 성능이 열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성상비 의 값이 클수

록 T-DMB 신호와 비슷해 지기 때문에 열화 정도는 감소한다. 

즉,  값이 클수록 기본계층의 수신 성능은 향상되고 향상계

층의 수신 성능은 감소한다. 반대로,  값이 작을수록 향상계

층의 수신 성능은 향상되고 기본계층의 수신 성능은 감소한다. 

AT-DMB에서는  값으로 1.5, 2.0, 2.5, 3.0의 4종류를 정의

하고 있다. 향상계층 신호는 기본계층 신호보다 전력이 낮다. 

따라서, AT-DMB에서는 기본계층에 적용된 길쌈부호보다 우

수한 오류정정부호인 터보 코드를 사용한다. 터보 코드 부호율

은 1/2, 2/5, 1/3, 1/4등 4가지 종류 지원이 가능하다. 성상비 

는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의 상대적인 전력비를 조정할 수 있으

며, 터보코드의 부호율은 향상계층의 성능과 데이터 전송량을 

변경할 수 있어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의 서비스 품질을 다양하

게 제공할 수 있다.

AT-DMB의 기본적인 서비스 모델은 T-DMB 대비 최대 2

배의 향상된 데이터 전송률을 이용하여 고품질 서비스 또는 다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T-DMB

의 비디오 서비스 해상도는 QVGA급인 320x240이다. 하지만 

AT-DMB 서비스는 SVC 기법을 사용하여 SD급인 640x480 

해상도의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와 5.1 채널의 고음질 오디오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T-DMB 단말에서는 기본계층으로 수신되는 QVGA급 서비스

를, AT-DMB 단말에서는 기본계층과 향상계층에 걸쳐 수신되

는 SD급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Ⅲ. 유료기반 지역한정 데이터방송

AT-DMB는 계층적으로 독립된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특

성으로 인하여 기본계층은 T-DMB와 역호환성을 유지하면

서 향상계층을 통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기

존 T-DMB의 수신 환경을 개선하며 AT-DMB 방송망 인프라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T-DMB 음영지

역에 동일 주파수로 AT-DMB 방송망을 구성하면 기본계층은 

T-DMB와 동일 시간에 동일 신호를 송신하여 T-DMB 서비스 

수신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향상계층 신호를 통해 추가적인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T-DMB와 AT-DMB의 이종 방식으로 SFN(Single Frequen-

cy Network) 구성 시 신호 간섭으로 인해 중첩지역에서 향상계

층 수신율이 저하될 수 있으나 AT-DMB 도입 이전이나 전환 초

기에 단계적으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기존 T-DMB 망 유

지보수 및 개선에 이와 같은 방송망 구성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건물 내부나 지하 등에서 이동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AT-DMB로 중계망을 구성하여 향상계층을 통해 지역정보, 광

고 등 지역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림 4>와 같

이 권역별 AT-DMB 방송망 구성 시 기본계층은 전국적으로 동

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상계층은 지역별 서비스를 구성하여 

지역한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T-DMB 기반의 지역한정 서비스로는 크게 지역한정 비디

오 서비스와 지역한정 데이터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지역한정 

비디오 서비스는 AT-DMB의 기본계층으로 기존의 T-DMB 

비디오를 전송하고 향상계층으로 지역과 관련된 비디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지역한정 데이터 서비스는 BWS(Broadcasting 

Web Site) 서비스[7]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한정 비디오 서비스

와 마찬가지로 기본계층으로 T-DMB에서와 동일한 BWS 콘텐

그림 3. 음영지역에서의 T-DMB와 AT-DMB SFN 방송망 구성도

그림 4. AT-DMB를 이용한 권역별 지역한정 서비스 방송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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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제공하고 향상계층으로 이와 연동하여 지역에 관련된 추

가 BWS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림 5>는 AT-DMB 시스템 기반의 지역한정 비디오 및 데

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면의 일례를 보여 준다. <그림 5(a)>

는 AT-DMB 기본계층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보여 준

다. 즉, 기존의 T-DMB 콘텐츠 라고 볼 수 있으며 하나의 비

디오 서비스와 BWS 콘텐츠를 함께 보여 준다. <그림 5(b)>는 

AT-DMB 향상계층을 통한 지역한정 비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

를 보여 준다. <그림 5(b)>에서, 지역한정 비디오 서비스의 경

우, 기본계층으로 기존 T-DMB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향

상계층으로 해당 지역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는 향상계층으로 지역 연고 프로야구 팀인 한화 이글

스의 경기 중계를 제공한다. 지역한정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에 

기본계층으로 전송되는 BWS와 연동되는 형태로 BWS 기반의 

지역한정 데이터 서비스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기본계층으로 

일반적인 뉴스나 날씨 등을 보여주고, 향상계층으로는 지역 연

고 프로야구 팀의 지난 경기 내용 요약 및 대전 맛집, 대전 버스 

스케쥴과 같은 지역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AT-DMB의 기본계층을 통한 콘텐츠는 기존 T-DMB의 콘텐

츠와 동일하게 무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그러나, 기존 T-DMB

에 추가된 향상계층을 통한 콘텐츠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유료 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하다. 즉, 향상계층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지역한정 서비스와 연계된다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비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를 유료 가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으로 구분된 서비스 유료화는 기존 T-DMB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에 방송사의 수익성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Ⅳ. AT-DMB 실험방송

AT-DMB의 상용서비스를 위해서는 실제환경에서 AT-DMB

의 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실험방송을 수행하였

다. 실험방송은 2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1단계 실험방송은 

별도의 실험방송용 주파수를 할당 받아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

였고, 2단계 실험방송은 수도권에서 T-DMB와 AT-DMB로 구

성된 SFN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1. 단일송신 실험방송

1단계 실험방송 지역은 대도시 환경에서 AT-DMB의 성능을 

검증하고, T-DMB와 AT-DMB의 수신권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로 선정하였다. AT-DMB 실험방송 시스템은 AT-

DMB 송신 시스템과 AT-DMB 수신성능 측정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AT-DMB 송신 시스템은 AT-DMB Head-end시

스템, 마이크로웨이브 링크시스템 그리고 AT-DMB 송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AT-DMB 수신성능 측정시스템은 이동 측정 차

량에 탑재하여 운용하였다.

AT-DMB 송신기와 송신안테나는 대구광역시 앞산에 소재한 

KBS 송신소에 설치하였고, AT-DMB Head-end시스템은 대

구 KBS 총국에 구축하였다. 실험방송에 사용한 송신 주파수와 

송신기의 송출전력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6>에 AT-DMB 실

험방송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었다.

•송신 주파수: 213.008MHz (CH13B)

•송신 출력: 100W

AT-DMB Head-end 시스템은 신호원을 압축하고 다중화하

여 AT-DMB 기본계층과 향상계층 스트림을 생성한다. AT-

DMB 송신기는 기본계층과 향상계층 스트림을 AT-DMB 신

그림 5. AT-DMB 기반의 지역한정 서비스 예

(a)기본계층	서비스 (b)향상계층	서비스

그림 6. AT-DMB 실험방송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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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변조하고 증폭하여 안테나로 송출한다. 마이크로웨이브 

링크 시스템은 AT-DMB Head-end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기

본계층과 향상계층의 스트림을 대구 앞산 KBS 송신소에 설치

된 AT-DMB 송신기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송

신 시스템의 전체 동기화를 위해 GPS수신기를 통해 수신된 신

호를 AT-DMB Head-end 시스템과 AT-DMB 송신기의 기

준 클럭의 신호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7>에 AT-DMB 송신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었고, <그림 8>에는 실제 구축된 AT-

DMB 송신 시스템을 보였다.

AT-DMB 수신성능 측정시스템은 신호분배부, 수신성능 측

정부, 신호전력 측정부, GPS수신부, 측정시스템 제어부, 영상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호 분배부는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

호를 분배하여 수신성능 측정부와 신호전력 측정부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신성능 측정부는 수신된 AT-DMB 신호를 

복조하여 TS(transport stream)를 출력하고 TS 패킷오류를 측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호전력 측정부는 수신된 AT-DMB 

신호의 전력을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GPS 수신부는 측정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측정시스템 

제어부는 TS 패킷오류, 수신전력, 차량 위치좌표를 입력 받아 

이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전자지도에 차량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영상 출력부는 수신성능 측정부에

서 출력한 TS를 입력 받아 AT-DMB의 수신영상을 화면에 나

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9>에 AT-DMB 수신성능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실험방송에 사용한 측정차량 및 AT-DMB 수신성능 측정시

스템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실험방송은 대구광역시를 23개의 소규모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을 수행하였고, 측정환경의 균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

통 혼잡도 변화가 적은 심야 시간에 측정을 수행하였다. 

수신성능 측정에 사용한 평가 기준은 TS 패킷의 오류율을 적

용하였고, 패킷 오류율은 1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패킷 오류

율 PER(Packet Error Rate)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T-DMB는 이동환경에서 향상

계층 부호화율 1/2, 성상비 1.5인 경우에 기본계층과 향상계층

의 수신권역이 유사하게 형성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경우

에 AT-DMB는 T-DMB에 비해 약 2.6dB의 성능저하가 발생

그림 8. AT-DMB 송신 시스템

(a)Head-end	시스템 (b)송신기

그림 7. AT-DMB 송신 시스템 구성 그림 9. AT-DMB 수신성능 측정시스템 구성

그림 10. AT-DMB 수신성능 측정 차량 및 내부 측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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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AT-DMB의 송신출력을 2.6dB 정도 높이면 T-DMB와 

동일한 수신권역을 유지하면서 T-DMB를 AT-DMB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출력 SFN 실험방송 

2단계 실험방송은 T-DMB와 AT-DMB의 SFN 운용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수행하였다. 

T-DMB와 AT-DMB로 SFN을 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

한 KBS의 5개 T-DMB 1kW 이상의 송신소 중 용문산과 북감악 

송신소에 AT-DMB 고출력 송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SFN 구

성에 사용된 수도권의 송신소와 송신 출력은 다음과 같다.

표 1. T-DMB와 AT-DMB 송신소및 송신출력

송신소 송신 출력

용문산(AT-DMB) 1kW

북감악(AT-DMB) 2kW

관악산(T-DMB) 2kW

계양산(T-DMB) 1kW

남산(T-DMB) 2kW

수도권 5개 송신소 중 용문산과 북감악 송신소는 T-DMB와 

AT-DMB 신호를 모두 송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나머

지 3개 송신소는 T-DMB신호만 송출할 수 있다. AT-DMB 고

출력 송신 시스템은 AT-DMB 송신기와 AT-DMB Head-end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각 시스템의 설치위치와 송신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송신 주파수: 207.008MHz (CH12B)

•AT-DMB Head-end시스템: KBS T-DMB 주조정실

•AT-DMB 송신기: 용문산 및 북감악 송신소

<그림 11>에 고출력 SFN실험방송을 위한 SFN 구성도를 나

타내었다.

AT-DMB Head-end 시스템은 스트림 재생 장비와 스트

림 동기화 장비로 구성된다. 스트림 재생 장비는 저장된 향상

계층 스트림을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스트림 동기화 장비

는 기본계층 스트림을 기준으로 하여 향상계층 스트림을 기본

계층 스트림에 타이밍 동기화 시켜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AT-DMB의 기본계층 스트림은 기존 KBS에서 출력하는 

T-DMB 스트림을 사용하고, 향상계층 스트림은 실험방송을 위

해 별도로 제작한 스트림을 사용한다.

KBS 용문산 송신소와 북감악 송신소에 구축된 송신기는 

T-DMB 송신기와 AT-DMB 송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AT-

DMB 송신기는 여의도 KBS 주조정실에 구축된 Head-end 시

스템으로부터 전용회선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링크를 통해서 스

트림을 전송 받아 이를 변조하여 송출한다. <그림 12>에 용문산 

송신소에 구축한 AT-DMB 송신기를 나타내었다.

AT-DMB와 T-DMB로 구성된 SFN 환경에서 필드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악산, 남산, 계양산 송신소는 T-DMB 신호

를 송출하고, 북감악과 용문산 송신소는 필요에 따라 AT-DMB 

또는 T-DMB 신호를 송출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고출력 실

험방송은 용문산 송신소에서 AT-DMB를 송출하고 나머지 4

개 송신소에서 T-DMB를 송출하는 SFN1, 북감악 송신소에서 

AT-DMB를 송출하고 나머지 4개 송신소에서 T-DMB를 송출

하는 SFN2, 5개 송신소에서 모두 T-DMB를 송출하는 SFN3

의 3종류 SFN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SFN환경에서 수신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문산과 북감악 송신소의 수신권역을 22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을 수행하였고, 균일한 측정환경을 유

지하기 위하여 교통량 변화가 적은 심야 시간에 필드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필드테스트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T-DMB로 구성된 

SFN3은 측정 경로에 따라 87% ~ 100%의 수신 성공율을 나타

내었다. SFN1과 SFN2 환경에서 측정한 AT-DMB 기본계층의 

수신성능은 SFN3의 수신성능에 비해 측정경로에 따라서 0% 그림 11. 고출력 SFN 실험방송을 위한 SFN 구성

그림 12. AT-DMB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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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낮은 수신 성공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T-DMB와 AT-DMB로 구성된 SFN이 현재 상용서비스 중

인 T-DMB의 SFN과 유사한 수신성능을 갖는 것을 의미하므로 

AT-DMB와 기존 T-DMB 방송망을 혼합하여 구성한 SFN은 

정상적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AT-DMB 방송망 도입방안

AT-DMB 상용서비스를 위한 성능 검증은 대구광역시와 수

도권에서 수행된 실험방송을 통하여 완료되었다. AT-DMB 상

용화를 위해서는 AT-DMB 방송망을 구축하여야 하지만, AT-

DMB는 T-DMB와 역호환성을 보장하므로 전체 시스템 구성

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AT-DMB 방송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

다. AT-DMB 방송망은 기존 T-DMB 송신 시스템 중 Exciter

와 다중화기만 AT-DMB용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장비는 재활

용하여 구축이 가능하므로 망 구축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

다. T-DMB는 2005년 상용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로 7년이 경

과하여 당시에 구축한 T-DMB 송신 시스템의 장비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장비 교체시 AT-DMB 송신 시스템으로 교체하

면 최소의 비용 부담으로 AT-DMB 방송망을 구축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AT-DMB의 장점과 장비교체 시기 등을 고려

할 때 AT-DMB의 상용화를 위해 T-DMB에서 AT-DMB로 방

송망을 전환하는 것은 낮은 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AT-DMB의 상용화에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DMB 방송 기술인 AT-DMB기술의 내

용과 AT-DMB 기반의 유료기반 지역한정 데이터방송 서비스 

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현재 T-DMB는 주파수 이용효율 및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매체

로 인정받고 있으나, 방송 사업자는 수익모델 부재로 인해 성장

과 유지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 더불어 차세대 DMB 기술인 AT-DMB 를 도입하여 수익구

조 개선을 위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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