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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TSC 지상파 DTV 방송은 8-VSB(Vestigial Sideband Modulation) 기반 단일 반송파 전송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중

경로에 의한 간섭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은 DTV 수신기의 수신 성능을 열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간섭

을 효율적으로 등화하거나 또는 최소화되도록 방송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TSC 지상파 DTV 방송 시

스템에서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을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서론

ATSC 지상파 DTV 방송은 8-VSB 기반 단일 반송파 전송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이 발생하는 수신 환경에서

DTV 수신 특성이 나빠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다중경로

에 의한 간섭은 크게 두 가지 해결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수신안테나 방향을 돌

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간편하게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을 줄일 수 있

지만, 물리적인 제한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수신 등화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디지털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

적으로 간섭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신 등화기는 각 제조사별, 
세대별로 성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착된 수신 등화기의 성능에

따라 간섭 제거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ATSC 지상파 DTV 방송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이 얼마나

발생하는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의 두 가지 해결방법 중에 어느

것이 적절한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TSC 지상파 DTV 방송 시스템에 적합한 다중경

로에 의한 간섭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모의실험을 통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2.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 측정방법

[그림 1]은 일반적으로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을 측정하는 방법을

ATSC 지상파 DTV 방송 시스템에 적용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수
신안테나로부터 수신된 RF 신호는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 영향을 받은

신호로, RF 다운컨버터를 통과하여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된다.

[그림 1]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 측정시스템 구조

변환된 기저대역은 VSB 복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론 다중경로에 의

한 간섭 영향을 받은 VSB 복조 심볼로 재생성된다.
일반적으로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은 수신된 신호와 기준 신호의

상관관계(Correlation) 검출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다. 이때 기준 신호

는 보통 높은 자기상관 특성과 낮은 상호상관 특성을 가지는 의사잡음

(Pseudo-Random) 코드를 이용한다. ATSC 지상파 DTV 방송 시스

템에서는 Field 동기 심볼이 이러한 의사잡음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심볼과 수신된 VSB 복조 심볼의 상관관계를 검출하면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의 채널임펄스응답(CIR : Channel Impulse Response)을 구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의사잡음 특성을 가지는 기준 신호의 상관관

계를 검출하여, CIR을 구하는 방법은 ATSC, DVB, ISDB-T 등 표준

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하지만 ATSC 기반 8-VSB 변
조방식의 경우 Ich만 이용하여 방송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Field 
동기 심볼도 Ich 데이터로만 설정된다. 따라서 상관관계 검출 후 얻은

CIR 역시 Ich 데이터로만 측정되는데, 이 경우 Qch에 해당하는 에너지

만큼 CIR 진폭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보다 정확한 CIR 진폭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처리 과정을 통한 에너지 보상 방법이 적용

되어야한다 [1].

3.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 측정방법 성능향상 기법

ATSC 지상파 DTV 방송시스템에서 CIR 검출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는 기준 신호로 사용되는 Field 동기 심볼이 Ich 데이터로만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CIR 진폭 손실이다.

[그림 2] 제안된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 측정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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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안된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존의 Ich 데
이터로만 구성된 Field 동기 심볼을 Ich/Qch 복소형태로 변환하여 상관

관계를 검출해 줌으로써, Ich/Qch 복소형태의 CIR를 출력하는 것이다. 
Field 동기 심볼을 복소형태로 변환시킬 때는 VSB 펄스선형필터

(Pulse Shaping Filter)를 이용한다. 생성된 CIR은 추가적인 후처리

과정 없이 정확한 CIR 진폭을 추정할 수 있다.

4. 모의실험결과

ATSC 지상파 DTV 방송 시스템에서 제안된 다중경로에 의한 간

섭을 측정하는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

다. [표 1]은 제안된 방법의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을 분석하기 위한

CIR 모델링 파라미터이다. 실험결과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의 Ich CIR 데이터의 경우, Qch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정확

한 CIR 진폭을 측정하기 어렵다. 반면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Ich/Qch 
CIR 데이터의 경우, [그림 4]에서 보듯이 [표 1]에 나타낸 CIR 모델

링 파라미터와 거의 유사한 진폭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이를 ATSC 지상파 DTV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Ich Field 동기 심볼을 활용한 CIR 측정 방법

에서는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한 CIR 진폭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제안

된 Ich/Qch Field 동기 심볼을 활용한 CIR 측정 방법에서는 에너지 불균

형 문제를 해소하여 정확한 CIR 진폭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ATSC 지상파 DTV 시스템에서 향상된 다중경

로에 의한 간섭분석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측정된 CIR을 활용하여 간

섭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등화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표 1] 다중경로의 의한 간섭 모델

Delay [us] Amplitude 
[dB(Lin.)]

Pre-Ghost #1 -4.0 -6(0.50)
Main Signal 0 +0(1.00)

Post-Ghost #1 1.2 -3(0.71)
Post-Ghost #2 4 -6(0.50)
Post-Ghost #3 8 -9(0.35)
Post-Ghost #4 12 -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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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의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 측정 방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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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다중경로에 의한 간섭 측정 방법결과

참고문헌

[1] 서영우, 이재권, 목하균, 최진용, 서종수, "변형된 힐버트 변환을

이용한 디지털 TV방송 채널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 방송공학회 논문

지, 제 14권 제 4호, 7월 2009.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