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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DMB 기술 도입 배경

2005년 12월 모바일방송 서비스로써 T-

DMB(Terrestrial-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상용서비스가 세계 최

초로 수도권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는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 기술 개발 및 상용 서비스를 앞당겨 모

바일방송서비스의시장을선점하기위해노력하 고,

그 결실로 2006년 5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DVB-

H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퀄컴이

MediaFLO라는 새로운 모바일방송 서비스를 2007년

3월부터미국의일부주에서시작하 으며, 세계확산

을위하여노력을경주하고있다.

이는방송서비스는고정시청형이라는통념을깨는

것으로써 모바일방송 서비스의 도입은 점차 개인화,

휴대화되어가는시장상황에맞는시대적인요구사항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는 모바일방송 시장

을 선점하기 위해 T-DMB, DVB-H, MediaFLO가

각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

하고있다.

T-DMB는 경쟁 기술 대비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고, 커버리지가넓은점등많은장점이있으나주파

수 대비 가용 채널 수가 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단점을극복하고세계최초의모바일방송시스

템으로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T-DMB의 유효

데이터 전송율(effective data rate)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아울러 다른 두 시스템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T-DMB와 역호환성을 유지하면서 SD(Standard Definition)급

비디오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술을개발함으로써

같은비디오를기존T-DMB 단말로는QVGA(Quarter Video

Graphics Array) 품질로, AT-DMB(Advanced T-DMB) 단말로는

VGA(Video Graphics Array) 품질로볼수있다.

아직 DTV(Digital TV)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개발도상

국과후진국에게는AT-DMB가DTV와모바일방송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

로 제공할 수 있어 해외 시장 개척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AT-DMB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T-DMB

와의 역호환성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기존 T-

DMB 서비스의 커버리지 축소 또한 최소가 되어야만

AT-DMB 서비스를 도입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기고에서는 현재 ETRI에서 개발중인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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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기술을위주로설명한다.

2. AT-DMB 기술 개요

2.1 AT-DMB 개념

AT-DMB 기술 개발은 기본적으로 기존 T-DMB와

의 역호환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고전송효율/고품질의

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는요구사항에서출발

하 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AT-

DMB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적

용하고 있다. 첫번째는 역호환성을 유지면서 유효 데

이터 전송률을 증대하기 위한 계층변조(layered modulation) 기

법이다. 현재의T-DMB는π/4-DQPSK(Differential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 기법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16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변조 형태로 확장하면 역

호환성의보장과유효데이터전송률증대효과를동시

에 얻을 수 있다. [그림 1]에서 HP(High Priority) 채널은 π

/4-DQPSK로 변조되는 T-DMB의 전송채널을 의미

하며, LP(Low Priority) 채널은 계층변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전송채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T-DMB의 유효 데이터 전송률을 갖는 HP 채널 외에

이론적으로 동일한 유효 데이터 전송률의 LP채널을

부가적으로얻을수있다.

계층변조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LP 채널은 현재의

T-DMB에 비해 더 많은 개수의 서비스 채널로 사용

될 수 있지만, [그림 1]에서와 같이 스케일러블(scalable)

AV 코딩 기술을 이용하면 역호환성이 보장된 고화질

및고음질의서비스가가능해진다. 여기서스케일러블

인코딩 기술에 사용되는 강화(enhancement) 정보는 프레임

률, 화면 해상도, 비트율 등이 될 수 있다. 스케일러블

AV인코더에서 출력되는 기본계층(base layer) 및 강화계층
(enhancement layer) 스트림은 각각 HP 채널 및 LP 채널로 입

력되어 계층 변조된다. 이 경우, 현재의 T-DMB 단말

[그림 1] AT-DMB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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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HP 채널을통해변조되는기본계층의AV 스트림을

디코딩하게 되어 기본 품질의 AV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반면, 새롭게 개발될 AT-DMB 단말은 계층변조

에 의해 HP 채널 및 LP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기본계

층 및 강화계층의 AV 스트림을 동시에 디코딩하여 대

형화면에서고품질의AV 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2.2 계층변조 기술

AT-DMB는 계층변조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역방

향 호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효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킬수있다. [그림 2]는계층변조된전송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개념도와 성상점(constellation) 형성 설명도

를 나타낸다. [그림 2(a)]에서 현재 T-DMB의 전송신

호에 해당되는 HP 채널 스트림은 현재의 전송표준에

부합되게 QPSK 심볼로 매핑된 후 주파수인터리빙

(frequency interleaving)된다. 이 때의 성상점은 [그림 2(b)]에서

HP 심볼 맵핑으로 표현되고 있다. 계층변조를 위해서

는 추가적으로 LP 채널 스트림이 입력되어, 계층변조

기(hierarchical modulator)에서 LP 심볼로 맵핑되게 된다. 결과

적으로 계층변조된 심볼의 성상점 형태는 [그림 2(b)]

에서와 같이 HP 심볼이 차등변조된 위에 LP 심볼이

형성되게된다.

[그림 3]은 계층 변조기법을 적용한 각 부반송파(sub-

carrier) 신호의 성상도와 각 심볼에의 비트 매핑(mapping)의

구제적인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a)의 π/4-

DQPSK 변조된 기존 T-DMB 신호의 성상도에서, x

로 표시한 성상점들은 전송프레임의 제일 첫번째

OFDM 심벌에 해당하는 PRS(Phase Reference Symbol)로부터 홀

수번째OFDM 심볼의부반송파신호에해당하며, o로

표시한 성상점들은 짝수번째 OFDM 심벌의 부반송파

신호에 해당한다. 이 신호에 계층변조 기법을 적용하

[그림 2] (a) 계층변조된 전송 신호 생성기 개념도 및 (b) 성상 형성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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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각 기존 성상점이 복수개의 성상점군으로 확

장되어 [그림 3(b)]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 때,

[그림 3(a)]의 T-DMB에서와 같이 한 사분면에 1개의

심볼이 맵핑될 경우에는 한 개의 부반송파에 2비트의

정보가 전송되지만, [그림 3(b)]에서와 같이 계층 변조

되어 한 사분면에 4개의 심볼이 맵핑될 경우에는, 한

개의 부반송파에 4비트(1사분면 예:0000,0001,0010,

0011)의 정보가 전송 가능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2

배의 유효전송률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확장된성상점군의형태는계층변조기법적용

방법에따라서달라질수도있을것이다.

계층변조 성상도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는 [그림

3(b)]의예에서a와 b의비율인a/b로정의될수있다.

기존 T-DMB 수신기의 경우 계층변조를 고려하지 않

고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계층변조가 적용된 AT-

DMB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수신된 심볼의 사분면

위치로만 2비트 값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추가된

LP 채널 신호는 기존 T-DMB 단말기 입장에서 보면

작은 전력의 간섭 신호가 함께 더해져서 수신되는 것

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계층변조가 적용될 경우

에는 기존 T-DMB 단말기의 수신 성능은 어느 정도

열화될 수밖에 없으며, a/b의 값이 클수록 그 열화 정

도는 감소한다. 반면, a/b의 값이 클수록 계층변조를

통하여 추가 전송되는 LP 채널신호의 상대적인 전력

은감소하게되므로추가전송되는LP 채널신호에대

한 AT-DMB 단말의 수신 성능이 열화된다. 하지만

AT-DMB에서는 HP 채널의 Convolutional encoder

보다 우수한 비트 에러 정정 부호기를 LP 채널용으로

사용하여 수신성능 열화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다.

현재 LP 채널을 위해 가장 고려가 되고 있는 에러 정

정부호기는터보부호기(turbo encoder)이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LP 채널

은 서비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다채널 서비스 혹은

고화질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채널

서비스는 증대되는 LP 채널을 단순히 가용 서비스의

개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존 T-

지상파 DMB 서비스와 동일한 멀티미디어 규격으로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고품질서비스는스케일러

블 AV 코덱 기술을 사용하여 VGA급(640x480) 품질

의의고품질비디오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경

[그림 3] (a) T-DMB 및 (b) AT-DMB의 부반송파 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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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즉기존비디오부호화기법인H.264 대신스케일

러블 부호화(Scalable Video Coding) 기법을 사용함

으로써, 하나의 AV 프로그램에 대해 기본계층(Base

layer)에 해당하는 CIF급 신호를 HP 채널에 할당하

고, 강화계층(Enhancement layer)에 해당하는 신호

를 LP채널에 할당함으로써, 기존 T-DMB 단말기는

HP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QVGA 품빌의 비디오CIF급

서비스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AT-DMB 단말기는 LP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강화계층 스트림을 추가적으로

동시에 수신하여 VGA 품질의 급의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받을수있다.

2.3 AT-DMB 시스템

[그림 5]는 AT-DMB 송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

도를 나타낸다. AT-DMB 서비스를 위한 송신 시스템

은 기존 T-DMB 방송 시스템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

지만, 기본적으로 SVC 미디어 인코더의 신규 개발,

앙상블 다중화기 및 변조기의 기능 확장이 필요하다.

여기서 SVC 미디어 인코더는 MPEG-4 SVC 비디오

인코딩 기능과 MPEG-surround 오디오 인코딩 기

능을 가지고, AT-DMB 앙상블 다중화기는 최대 2배

의 서비스 다중화 기능과 HP/LP 두 개 채널의 ETI

출력 기능을 가지며, AT-DMB 변조기는 기존 지상파

DMB에 해당하는 HP 채널의 채널 인코딩에 더불어

LP 채널에 대한 새로운 채널 인코딩, 계층 변조 등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 증대된 유효 데이터

전송률을 이용해서 다채널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SVC 미디어는 필요 없을 것이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T-DMB 앙상블 다중화기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와 입출력 ETI 카드의 추가가 필요할 것이

지만, 하드웨어 기반으로 공급되고 있는 변조기는 교

체혹은하드웨어모듈의추가가필요할것이다.

[그림 5]에서 기존의 T-DMB 수신기는 HP 채널만

수신하여 이것에 포함된 서비스와 QVGA 품질의 비디

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AT-DMB 수신기를 이용하

면 HP 채널뿐만 아니라 LP 채널까지도 수신하여 더

많은 서비스 혹은 VGA 품질의 비디오 서비스를 사용

자에게제공한다. 즉 AT-DMB 수신기는AT-DMB 방

송뿐만아니라기존의T-DMB 방송도수신가능하다.

[그림 4] AT-DMB 서비스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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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본 AT-DMB 기술이 상용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우

선 국내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T-DMB 수

익모델의 부재로 고품격 T-DMB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실에서 AT-DMB 기술 개발로 인해 증가된 채

널 수와 SD급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T-

DMB 수익모델 개발에 한층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단지 AT-DMB 기술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라 T-DMB 서비스가 완전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잡

을수있게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국내표준화와 더불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

다.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는 국제표준 규격이 필요

하고, 국내에서 상용서비스되고 있는 기술일 때 더욱

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가나 등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T-DMB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AT-DMB 기술

개발은 앞에서 서술한 장점으로 인해 T-DMB 기술

개발 도입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AT-DMB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

고 있으며 기술 개발 내용이 세계 최고이다. 따라서

AT-DMB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관련 기술개발 업체

는해외시장선점에가장유리한고지를점령할수있

을것으로사료된다.

 

 

 

  

    

 

  

 

  

[그림 5] AT-DMB 시스템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