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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유럽의 모바일 방송 기술과 차세대 모바일 방송

이 개발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인 

DVB-T2를 기반으로 모바일 방송에 특화된 DVB-T2 Lite의 

특징 및 차세대 모바일 방송 규격인DVB-NGH시스템에서 다

루고 있는 다양한 프로파일들과 관련하여 세부 기술들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현 시점에서의 미래 디지털 방송 기술 발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지상파 디지털 방송 기술 표준은 1세대를 넘어 2세대 표

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2세대 지상파 디

지털 방송인 DVB-T2 (Digital Video Broadcasting-Second 

Generation Terrestrial) 표준이 완료되어, 2011년 영국에서 

본 방송을 시작하였다.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가정에서 시청하는 형태에서 이동 중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모

바일 방송이 등장하게 되었다. 모바일 방송이란 이동 중에 선

명한 화질의 영상과 CD 수준의 음질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

비스를 의미한다. 모바일 방송의 기술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의 

T-DMB (Terrestrial-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유럽의 DVB-H (DVB-Handheld), 미국의 ATSC-M/

H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Mobile/

Handheld), MediaFLO (Forward Link Only), 일본의 1-Seg 

(ISDB-T, 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

Terrestrial) 등이 있다[1-4]. 

유럽에서는 모바일 방송 표준으로 DVB-H가 노키아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2004년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가 유럽 모바일 방송 표준으로 채택하

였고, Time Slicing 기술을 이용해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 디지털 방송 표준인 DVB-T 

(DVB-Terrestrial) 기반으로 개발되어 DVB-T와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위성망과 지상파망을 함께 사

용하는 DVB-SH (DVB- Satellite services to Handhelds)

가 2008년에 표준 완료되었으며, 2세대 디지털 방송 표준인 

DVB-T2가 2009년에 완료되었고, 2011년 DVB-T2 규격에 

모바일 방송을 위한DVB-T2 Lite 규격이 추가되었다. 특히, 

DVB-T2 기반으로 모바일 방송을 위해 확장된 DVB-T2 Lite

의 경우 아래 <표 1>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5].

표 1. DVB-T2 Lite의 특징.

DVB-T2 대비 차이점

데이터 전송율 최대	4	Mbps

FFT 크기 2,	4,	8,	16K

Rotated Constellation 256QAM에서	사용	금지

부호율 1/3,	2/5	추가

TI Memory DVB-T2의	절반으로	제한

파일럿 패턴 PP8	사용	금지

기타
L1	post	preamble	signaling	bits의	scrambling	

제공

DVB-T2 Lite의 가장 큰 장점은 DVB-T2 서비스와 동일

한 채널 내에서 시분할 방식으로 동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DVB-T2로 8 MHz 대역을 통

해 (데이터율 = 40.21 Mbps) 4개의 HDTV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때, 동일 채널에서 DVB-T2 Lite 서비스를 실험

한 결과 DVB-T2로 3개의 HDTV 서비스(데이터율 = 33.36 

Mbps), DVB-T2 Lite로 4개의 모바일TV 서비스(데이터율 = 

1.02 Mbps)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표 2>에서는 그림 1. 유럽의 모바일 방송 표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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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B-T2 서비스와 동일 채널에서 DVB-T2와 DVB-T2 Lite

를 동시 서비스 할 경우 각 파라미터들을 비교하였다[6].

최근에는 2세대 모바일 방송 표준으로 DVB-T2를 기반으로 

DVB-SH 표준까지 포함하는 DVB-NGH 표준화가 2013년 완

료 예정인 상태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DVB-NGH (DVB-

Next Generation Handheld)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표2. DVB-T2와 DVB-T2 Lite 서비스 비교.

DVB-T2 only DVB-T2 DVB-T2 Lite

채널대역폭 8	MHz 8	MHz

FFT 크기 32K 32K 8K

보호 구간 1/128 1/128 1/32

변조 레벨 256QAM 256QAM QPSK

부호율 2/3 2/3 1/2

데이터전송율 40.21	Mbps 33.36	Mbps 1.02	Mbps

서비스 타입 4	HDTV 3	HDTV 4	mobile	video

Ⅱ. 본 론 

DVB-NGH 시스템은 DVB-T2에서 모바일 방송을 강조

한 DVB-T2 mobile (현재 DVB-T2 Lite로 명칭이 바뀜)로부

터 전송용량을 개선하고 지상파망과 더불어 위성망까지 커버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차세대 

모발일 방송의 최종 목표는 이동통신망(MBMS,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s)까지 연동하는 시스템까지 개

발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2>에서는 DVB-

NGH 표준화 전략도를 보여준다[7].

DVB-NGH 시스템은 DVB-T2를 기반으로 표준화 되어 일부 

전송모드에서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서비스 

관점에서 DVB-T2 수신기만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과 DVB-

NGH 수신기만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며, DVB-T2와 

호환성이 있는 DVB-NGH 의 전송모드를 사용하면 DVB-T2 

수신기 및 DVB-NGH 수신기 모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림 

3>에서는 DVB-T2와 DVB-NGH의 서비스 호환 관계도를 나

타낸다[7].

DVB-NGH시스템은 2세대 유럽 디지털 방송 표준인 

DVB-T2를 기반으로 새로운 16/64k LDPC (low-density 

parity-check) 코드, DVB-T2 블록 인터리버 개선, MIMO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기술 도입, 위성망과의 연

계 등이 추가되었다. 개발 방향에서는 방송사 입장에서의 서비

스 호환성과 수신 성능, 그리고 수신기와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복잡도 및 전력 소모 등이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DVB-NGH 시스템 규격은 기본 프로파일, MIMO 프

로파일, 하이브리드 프로파일, 하이브리드 MIMO 프로파일 등 

4개의 프로파일을 지원하고 있다[8].

1. 기본 프로파일

<그림 4>는 DVB-NGH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다. 이 기

본 구조와 기존의 DVB-T2 시스템과 비교 시 몇 가지 크게 달라

진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NU-QAM(Non-uniform 

QAM), CR(Constellation Rotation), Cross-polar MISO, 

eSFN(Enhanced Single Frequency Network), LSI(Local 

Service Insertion)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림 2. DVB-NGH 표준화 전략도

그림 3. DVB-T2와 DVB-NGH의 서비스 호환 관계도

그림 4. 기본 프로파일의 DVB-NGH 시스템 물리계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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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U-QAM 기법

U-QAM(Uniform-QAM)는 낮은 SNR 값에서Shannon 

capacity 관점으로 최적의 성상[9]이 아니며, 따라서 DVB-

NGH에서는 각 채널 부호율에 따라 최적의 NU-64-QAM, 

NU-256-QAM 성상 구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

다[10]. <그림 5>는 DVB-NGH에서 사용된 NU-64-QAM, 

NU-256-QAM성상 구조의 한 예를 나타낸다.

위와 같은 NU-QAM성상 구조는 채널 부호율 마다 서로 다

르며, 이는 TOV (Threshold of Visibility)를 만족하는 SNR 값

에 따라 최적의 NU-QAM 성상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

제 TOV를 만족하는SNR 값이 증가, 즉 채널 부호율 값이 증가

할수록 최적의 성상 구조는 U-QAM으로 접근하게 된다. 현재 

NU-QAM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페이딩 채널 환경과 고차원 

변조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위 <그림 6>은 AWGN 환경에서 U-256-QAM과 NU-256-

QAM을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호율의 LDPC 부호들에 대한 

성능 실험 결과이다. 또한 <표 3>은 간단한 다양한 채널 환경으

로U-QAM에 대한 NU-QAM의 SNR이득 값을 나타낸다.

1.2 CR 기법

다음으로 SFN 방송환경에서 동시에 수신된 신호의 중첩에 

의하여 수신 신호가 사라지는 erasure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수신 성능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의 DVB-T2[5]에서는 변조된 각 복소 신호 대신에 성상 회전

된 복소 신호를 대신 전송하여 수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2D(2-

dimensional)-CR 기법을 사용하였다[11].

이와 같은 2D-CR 기법은 다이버시티 이득 2를 얻는데 이는 

성상 회전된 신호의 실수, 허수 부분들을 각각 시간 또는 주파

주 대역에서 독립적인 페이딩을 겪도록 하기 때문이다. DVB-

NGH에서는 이와 같은 2D-CR 기법을 4D로 확장하여 다이버

시티 이득 4를 획득하는 새로운 4D-CR 기법을 추가로 사용하

였다. 아래는 이 두 2D-CR, 4D-CR 기법들의 직교 회전 행렬

[8]을 이용한 CR 동작을 나타낸다.

                    
 (1)

  

 (2)

실제 DVB-NGH 표준에서 사용되는 CR 기법은 채널 부호율

과 변조차수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부호율, 변조차수에 따른 CR 기법.

변조

차수

부호율

1/3 2/5 7/15 8/15 3/5 2/3 11/15

4 2D 4D

16 2D

64 2D

256 N/A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DVB-NGH내에 사용되는4D-CR 기

법은 QPSK 변조일 경우에서만 사용되고 256-QAM 변조에서

는 CR 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림 7>은 Rayeligh 페이딩 채널 환경에서 기존의 변조 기

법과 2D/4D CR 기법의 LDPC 성능 결과이다. 여기에서 볼 수 

그림 5. NU-64-QAM(부호율=2/5), NU-256-QAM(부호율=1/3) 성상 구조

그림 6. AWGN 환경하에서 U-256-QAM, NU-256-QAM의 LDPC 성능 결과

표 3. NU-QAM의 SNR 이득(Coded BER=).

채널 64-NU-QAM 256-NU-QAM

AWGN 0.3dB 0.9dB

0dB	echo(90%) - 0.6dB

Rician(=7.5) - 0.5dB

Rician(=1.0) - 0.5dB

MAY·2013 | 61

주제 | 차세대 모바일 방송(DVB-NGH) 기술 동향



있듯이 CR 기법은 부호율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 

이득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3 Cross-polar MISO 기법

DVB-NGH에서는 DVB-T2와 동일하게 송신율 1 부호로 다

음과 같은 Alamouti 부호[12]를 사용한다. 

위와 같은 Alamouti 구조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송신 신호

들의 직교 특성으로 인하여 다이버시티 이득 2를 획득하고, 또한 

수신단에서 독립적인 신호 복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DVB-NGH에서는 위와 같은 2개의 송신 안테나 구조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직(vertical) 및 수평(horizontal) 편파를 

사용하는 이중 편파 (dual-polarization) 안테나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이중 편파 안테나는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이

론적으로 2개의 독립적인 신호 전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

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실제 채널 환경에서는 수직 및 수평 

편파간 일정 정도의 상관 값이 존재하며, 또한 각 편파 신호의 

송수신 강도가 다르다는 단점을 갖는다. 

DVB-NGH에서는 이와 같은 이중 편파 안테나를 사용 시 기

존의 다른 SISO 시스템과의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수직 

및 수평 편파 간의 송신 전력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 ,  경우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8].

                    
                    (3)

1.4 eSFN 기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SFN 방송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송

신 안테나의 신호들에 의하여 수신 신호 왜곡 현상이 발생한

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신호 대역보다 상대적

으로 큰 coherent bandwidth로 인하여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심볼 내 모든 부반송파들의 

신호들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VB-NGH에서는 CR 기

법과 별개로 각 송신 안테나에서 신호 출력 이전에 독립적인 위

상을 곱함으로써 수신단에서 모든 부반송파 신호들이 사라지는 

burst 현상을 줄이는 eSFN 기법[13-14]을 사용한다.

먼저 eSFN는 위 <그림 10>과 같이 OFDM 모든 부반송파를 

동일한 크기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 내 부반송파 

신호들은 동일한 위상 값으로 곱하여 회전한다. 그리고 인접한 

다른 그룹 내 부반송파 신호들은 이전 그룹에서 사용된 위상 값

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새로운 위상이 더해진 값으로 최종 성상 

회전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성상 회전 기법은 나머지 모든 

그룹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인접된 그

룹들간의 위상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그림 10>과 같

이 각 그룹들에 대하여 raised-cosine-function을 사용하여 

pulse-shaping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독립적인 위상 회전 기법은 OFDM내 모든 

부반송파들이 사라지는 burst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

하여 수신단에서 추가적인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어 수신 성능

그림 7. Rayleigh 페이딩 환경하에서 2D/4D CR 기법의 LDPC 성능 결과

그림 8. Alamouti 송신 구조

그림 9. 이중 편파 2x2 MIMO 시나리오 그림 10. eSFN 내 OFDM 신호 구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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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상된다. 추가로 수신단에서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송신 

안테나 내 독립적으로 사용된 위상 값들을 이용하여 각 송신 안

테나의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eSFN 기법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MISO 기법인 

Alamouti 부호와 병합하여 신호를 전송할 수도 있다.

<그림 11>의 결합 시스템은 먼저 첫 번째 송신기를 통하여 

eSFN 기법으로 변조된 신호들을 그대로 전송하고, 두 번째 송

신기로는 Alamouti 부호를 통과한 뒤 eSFN 기법으로 신호가 

전송된다. 따라서 위 결합 시스템은 SFN 환경의 분산 안테나

들을 이용하여 Alamouti 기법 전송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의 

eSFN 기법에 비하여 Alamouti 기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다이버시티 이득을 획득하게 된다.

1.5 LSI 기법

LSI란 SFN내에서 각각의 송신기로부터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삽입하여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A. O-LSI (orthogonal-LSI)

OFDM 심볼 내에 동일한 크기의 cell을 N개로 그룹화하여 서

로 다른 송신기에 서로 다른 cell 그룹을 사용함으로써 직교성을 

가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송신기가 NGH 

프레임끼리 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NGH 프레임 내 

O-LSI 심볼의 위치와 개수 정보의 파라미터는 L1-pre라는 프

리앰블 심볼에서 전송하게 된다. <그림 12>에서는 지역 서비스 

N=4인 경우 O-LSI를 위한 OFDM cell 구성 예를 나타낸다. 

O-LSI 심볼은 하나의 OFDM 심볼 중 1/4에 해당하는 cell에 

지역 서비스 정보를 삽입하고,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cell에는 

‘0’을 삽입한다. 이때, 서로 다른 송신기에서는 서로 다른 위치

에 해당하는 cell에 지역 서비스 정보를 삽입한다. 그리고, 다른 

OFDM 심볼과 전력을 맞추기 위해 지역 서비스 정보가 삽입되

는 cell의 전력은 키우게 된다. 1번 송신기의 지역 서비스가 삽

입된 cell의 위치에 나머지 2~4번 송신기는 ‘0’가 삽입된 cell과 

겹치게 되어 간섭이 없게 된다.

<그림 13>은 SFN 내에서 O-LSI 서비스를 위한 망 구성 예를 

보여준다. 서로 다른 지역 서비스(N=4)를 위해 송신기 별 방송

구역을 1~4와 같이 구분하였을 때 동일한 숫자의 송신기에는 

동일한 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16].

B. H-LSI (hierarchical-LSI)

NGH 프레임은 QAM 변조된 신호로 방송신호를 전송한다. 

이때, QAM 변조된 cell의 일부에 계층 변조 기술을 이용해 지

역 서비스를 삽입하는 기술이 H-LSI이다. <그림 14>에서는 

H-LSI를 위한 계층 변조기의 구조를 나타낸다. 일반 서비스의 

경우 QAM 변조된 신호로 매핑하고 지역 서비스의 경우 QPSK 

변조된 신호로 매핑하여 이를 계층 변조하여 송출한다. 즉, 일

반 서비스를 QPSK, 16QAM으로 변조하였다면 지역 서비스가 

삽입된 cell의 경우 QPSK + QPSK, 16QAM + QPSK로 계층 

변조되어 각각 16QAM, 64QAM의 신호 성상이 된다.

그림 11. eSFN과 Alamouti 부호의 결합 시스템

그림 12. O-LSI를 위한 OFDM cell 구성 예(N=4)

그림 13. SFN 내에서 O-LSI 서비스를 위한 망 구성 예(N=4)

그림 14. H-LSI를 위한 계층 변조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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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에서는 H-LSI를 위한 계층 변조 신호의 성상을 보

여주고 있다. 즉, 일반 서비스가 QPSK 신호로 변조되었고, 지

역 서비스도 QPSK 신호로 변조되어 최종 16QAM과 같은 형

태의 신호 성상을 볼 수 있다. 4개의 bit열 중에서 상위 2bit

는 일반 서비스, 하위 2bit는 지역 서비스에 해당한다. 두 계

층의 수신 성능은  로 결정되며 <그림 4>에서는 

 가 된다.

H-LSI의 경우 SFN 내에서 특정 송신기의 방송 구역만 지역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림 16>은 SFN 내에서 H-LSI 서비스 

구성 예를 보여주고 있다. A와 B의 방송구역에는 F1의 주파수

를 사용하는 SFN이다. 여기서, 방송구역 B에만 지역 서비스를 

삽입한 경우 방송구역 A에는 QPSK 신호가 송출되고, 방송구역 

B에는 16QAM 신호가 송출된다. 이때, 일반 서비스는 y0, y1에 

해당하는 bit 정보에 실려 전송되고, 지역 서비스는 16QAM 신

호의 하위 bit 정보인 h0, h1에 실려 전송된다[17].

2. MIMO 프로파일

위 <그림 17>은 DVB-NGH 시스템 내 MIMO 시스템 블록도

를 나타낸다. 먼저 DVB-NGH는 전송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Alamouti 부호를 사용하는 DVB-T2와 달리 새

로이 전송율 2를 지원하는 MIMO 기법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

은 MIMO 기법으로 DVB-NGH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존의 이

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된 2X2 SM (Spatial Multiplexing) 기

법[19]을 기본 구조로 사용한다.

방송 채널 환경은 기존의 이동통신 채널 환경과 달리 송수신

간 LoS(Line-of-Sight) 신호가 존재하며, 따라서 채널 값은 

Ricean 분포를 가지게 되며 특히 이중편파 안테나를 사용할 경

우 발생하는 채널 환경은 기존의 이동통신 채널 환경과 많은 차

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DVB-NGH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

운 방송 채널 환경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기존의 SM 기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eSM(Enhanced SM) 기법[20]을 사용한다.

<그림 19>의 새로운 eSM 기법은 기존의 <그림 18>의 SM 기

법과 달리 변조된 신호를 바로 전송하지 않고 대신 선부호기

(precoder)를 이용하여 발생된 신호들을 대신 전송한다[20-

21].

 

        
    (4)

여기에서 사용된  와  값은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 , 

그림 15. H-LSI를 위한 계층 변조 신호의 성상(QPSK + QPSK)

그림 16. SFN 내에서 H-LSI 서비스 구성 예

그림 17. MIMO 프로파일의 DVB-NGH 시스템 물리계층 구성도

그림 18. 4 bits/cell의 SM 송신 기법

그림 19. 4 bits/cell의 eSM 송신 기법

64 | 정보와 통신

주제 | 차세대 모바일 방송(DVB-NGH) 기술 동향



의 변조 방법과 수직/수평 편파간 송신 파워 비,  값에 따라 

DVB-NGH 채널 환경에서 최적화된 값[8, Table 121]을 사용

한다.

더불어 DVB-NGH에서는 <그림 19>의 새로운 eSM 기법에 

대하여 채널 변화에 따른 시간 다이버시티 이득을 추가로 획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PH(Phase-Hopping) 기법[22]을 추

가로 사용한다.

<그림 20>의 PH-eSM 기법은 <그림 19>의 eSM 기법을 바탕

으로 두 번째 송신 안테나에 신호 전송 이전에 매 OFDM 심볼

마다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위상을 임의로 곱한 뒤 전송하게 된

다. 이와 같은 PH 기법은 방송 신호의 LoS로 인한 시간에 따른 

신호의 burst 현상을 상쇄하여 채널 복호 입장에서 시간적인 다

이버시티 이득을 추가로 획득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림 20>의 

수신 신호 모델링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에서  는 번째 OFDM 심볼 구간에서 두 번째 

송신 안테나에 곱해지는 PH 위상 값이다. 

<그림 21>의 실험 결과는 <그림 18-20>의 세가지 SM 

기법들에 대하여 DVB-NGH 채널 환경과 8 bits/cell 

(16QAM+16QAM)을 전송할 경우 16K LDPC (부호율= 2/3)의 

실험 결과이다.

3. 하이브리드 프로파일

하이브리드 프로파일은 지상파망으로 수신되는 신호 성분에 

위성망으로 수신되는 신호 성분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신호 포

맷으로 정의된다. 하이브리드 신호는 NGH 프로파일에서 추가

된 P1(aP1)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성 성분의 경우 대역폭이 1.7, 

2.5, 5 MHz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각은 기본 프로파일과 호환

성이 있다. 하이브리드 신호는 지상파 송신기와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두 가지 신호를 수신하며,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스트

림 출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림 22>의 NGH 시스템의 물

리계층 구성도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은 기본 프로파일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음을 보여준다.

4. 하이브리드 MIMO 프로파일

하이브리드 MIMO 프로파일은 하이브리드 전송 시나리오 상

에서 지상파망과 위성망의 동시 또는 각각 MIMO를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프로파일로서 하이브리드 MIMO SFN과 하이브리

드 MIMO MFN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하이브리드 MIMO SFN

의 경우 위성망과 지상파망의 송신 신호는 동기화 되어야 하며 

동일한 반송파 주파수를 가져야 한다. SISO SFN은 하이브리

드 프로파일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하이브리드 MIMO SFN은 

MIMO를 위한 pre-coding이 필수적이다. 두번째로 하이브리

드 MIMO MFN의 경우 위성망과 지상파망의 송신 신호는 다른 

반송파 주파수를 가지며 공통 프레임이나 심볼 타이밍 등이 필

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페이로드에서는 동일한 콘

텐츠를 공유 가능하며 지상파망 또는 위성망 중 적어도 하나 이

상의 다중 안테나를 사용한 구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하이브리드 프로파일 또는 하이브리드 MIMO 프로파일에 

포함된다. <그림 23>에서 하이브리드 MIMO 프로파일 NGH 

시스템

그림 20. 4 bits/cell의 PH-eSM 송신 기법

그림 21. SM, eSM, PH-eSM 성능 결과(부호율=2/3)

그림 22. 하이브리드 프로파일의 물리계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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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계층 구성도는 하이브리드 MIMO SFN과 하이브리드 

MIMO MFN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림 24>에서는 하이브리드 MIMO 프로파일을 이용한 방송

망 구성 예를 보여준다. <그림 24>의 (a) 하이브리드 3x2 SFN망

의 경우 위성 1개와 지상파 2개의 송신기로부터 수신기까지 각각 

3x2 하이브리드 MIMO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림 24>의 (b) 하이브리드 3x2 MFN망의 경우 위성망은 SISO 시

스템, 지상파망은 2x1 MISO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18].

Ⅲ. 결 론 

본고에서는 차세대 모바일 방송 표준인 DVB-NGH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DVB-NGH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바

와 같이 미래 디지털 방송 기술은 높은 스펙트럼 효율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기존 기술과의 호환성이 요구되며 위성망, 무선통신

망 등 타 매체와의 연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개발될 디지털 방송 기술은 미래 표준을 위한 확장성 및 서

로 다른 표준과의 연동 가능성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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