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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차세데 3D-TV 방송을 위해 수정된 ATSC (Modified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시스템 [1]에

서 파일럿 (Pilot)을 이용한 채널 추정 대신, PN 시퀀스 (Pseudo-Noise Sequence)를 이용한 채널 추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

여 2가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TDS-OFDM (Time Domain Synchronous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시스템은 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변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

문에 수신측 PN 시퀀스의 위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수정된 ATSC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VSB (Vestigial Side

Band)변조 방식에서 직교위상 (Quadrature)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값은 동위상 (In-Phase)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값의 단순

한 힐버트 변환 (Hilbert Transform)에 의해 생성되어 불규칙한 위상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정된 ATSC 시스템에서 채널

추정을 위해 PN 시퀀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관 (Correlation) 특성을 잃어버릴 것이며 올바른 채널 임펄스 응답 (Channel

Impulse Response)을 얻을 수 없다.

1. 서론

국내의 지상파 전송 방식은 미국 ATSC시스템에서 제정한

8-VSB 전송 시스템을 표준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은 2D-HDTV (Two

Dimension - High Definition Television)의 화면을 뛰어넘어 3차원의

시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3D-HDTV 방송 기술에 관한 연구가 대두

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 ATSC시스템은 약 6Mhz의 지상파 채

널 대역폭을 통해 약 19.2Mbps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지만 [5] 더 많

은 데이터 전송량을 요구하는 3D-HDTV 시스템으로는 적합하지 않

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3D-HDTV 서비스를 위한 수정된

ATSC 전송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1]. 또한 수정된 ATSC 전송시스

템은 파일럿(Pilot) 대신 TDS-OFD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PN 시퀀

스 (Pseudo-Noise Sequence)를 이용한 채널 추정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QAM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TDS-OFDM 시

스템은 동위상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값과 직교위상 채널을 통해 전송

되는 값이 독립적으로 정보가 실려 전송되는 반면, 8-VSB 변조 방식

을 사용하는 수정된 ATSC 시스템의 직교위상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값은 동위상 채널을 통한 전송 값의 값의 단순한 힐버트 변환 (Hilbert

Transform)에 의해 생성된다. 따라서 수정된 ATSC 시스템에서 채널

추정을 위해 PN 시퀀스를 사용하면 수신측에서는 동위상 채널로 전송

되는 값은 그대로 전송받을 수 있으나 직교위상 채널로 전송되는 값은

불규칙한 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PN 시퀀스의 상관 (Correlation)

특성이 파괴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TDS-OFD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PN 시퀀

스의 구조를 수정된 ATSC 시스템에 맞게 연구하였다. 또한 PN 시퀀

스를 이용하여 채널추정을 할 경우 그 문제점에 대하여 2가지 방법으

로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 VSB 변조된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채널

추정을 한다. 일반적인 VSB 변조 방식은 FIR (Finite Impulse

Response)필터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필터 레지스터의

값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수신측은 PN 시퀀스의 변조된 위상 값을 얻

을 수 있다. 하지만 VSB 변조된 PN 시퀀스는 PN 시퀀스의 자기상관

(Auto Correlation) 특성이 깨진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올바른 채널 추

정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VSB 변조된 PN 시퀀스를 매번 정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다중 경로 페이딩 채널 (Multipath Fading

Channel)에서 이 방법은 정정해야 할 위상과 크기를 예측 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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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올바른 채널 추정을 할 수 없다.

2. PN구조와 채널 추정방식

PN Guard 
Interval

Frame Body

M-Sequence(1 Period)
Part of 

M-Sequence

M-Sequence2(1 Period, Different Phase)
Part of 

M-Sequence

M-Sequence2(1~A)PN Cyclic Prefix PN 2(A+1~2^M-1)

그림 1. 수정된 ATSC 시스템의 프레임과 헤더 구조

수정된 ATSC 시스템에서 연구 중인 프레임 구조는 그림1과 같이

PN 보호 구간 (Guard Interval) 프레임바디 (Frame Body)로 나뉘어

져 있다. 또한 PN 보호구간은 PN 순환 프리픽스 (Cyclic Prefix), M-

시퀀스 (M-Sequence)로 구성되어 있다. M-시퀀스는 피보나치

(Fibonacci)타입 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 (LFSR)로 생성 되며

최대 의 주기별로 순환적 (Cyclic) 특성이 나타난다. 그림 1에

서 프레임 헤더는 1주기의 M-시퀀스가 나타나고 연이어 동일한 M-

시퀀스의 일부가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M-시퀀스가 순환 특성을

가지므로 M-시퀀스의 일부분을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와같이 구

조된 M-시퀀스2는 그림 1의 윗부분의 M-시퀀스와는 다른 위상을 가

진다. 따라서 M-시퀀스2 의 앞에 존재하는 M-시퀀스의 일부분은 M-

시퀀스2 의뒤의 PN 심벌이 동일한 일종의 사이클릭프리픽스 (Cyclic

Prefix)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PN 시퀀스의 헤더 구조를

가질 때 순환 특성이 유지되고, M-시퀀스의 상관 특성을 이용하여 채

널을 추정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용되는 M-시퀀스의 자기상관 (Auto

correlation) 특성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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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은 모듈러 M (Modular M process)연산을 의미하고

는 LFSR에 의해 생성된 M-시퀀스를 의미한다. 식 (1)의 특성은

동일한 LFSR에 의해 생성된 M-시퀀스라도 위상이 일치하는 경우에

만  의 값을 가지고 위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 값을

가진다.

일반적인 TDS-OFDM 시스템은 식 (1)의 특성을 이용하여 채널

추정을 하고 있다 [2]. 또한 논문 [2]에서는 수신된 다중 경로 페이딩

채널의 최대 지연시간을 고려하고 수신측 프레임 내에서 순환 특성이

보장되는 구간을 상관 윈도우(Correlation Window)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특성을 이용하여 QAM 변조 방식을 채택한 중국디지털방

송 전송 시스템인 DMB-T/H [3] 시스템의 채널 추정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방식을 수정된 ATSC 시스템에서도 연구 중에 있다.

Lpn

Correlation Window

M-SequencePN Cyclic Prefix Frame Body

M-Sequence’PN Cyclic Prefix’ Frame Body’

그림 2.최대 지연 경로가 PN Cyclic Prefix보다 짧은 하나의 지연 경로가

존재할 때의 수신 프레임

그림 2는 AWGN 채널이 없는 이상적인 전송 시스템에서 하나의

지연 경로 가 존재할 때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은 M-시퀀

스의길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상관윈도우는 순환 특성이 보장되는 구

간에서 구조는 송신측과 동일한 M-시퀀스로 되어 있다. 만약 그림 2

와 같이 최대 지연 시간이 PN CP보다 짧을 때 상관윈도우 안에

서 PN시퀀스의 순환 특성이 보장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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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lation Process

그림 3. 논문 [2]에서 제안된 PN을 이용한 채널 추정 방법

그림 3은 그림 2부분에서 상관윈도우 부분만을 나타낸 것이며 논

문 [2] 에서 제시한 채널 추정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k는 지연

된 신호의 크기감쇄량을 나타낸다.  는 수신측에서 생성된

M-시퀀스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관 윈도우 내의계산 
은

식 (2)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수신된 PN 시퀀스를 의미한다. 송신측과 동일한 M-시

퀀스를 가지는  는 수신된 PN 시퀀스를 순환시키며 크로스

상관(Cross Correlation) 연산을 수행한다. 만약 연산중 상관 윈도우와

위상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식 (1)의 특성에 나타난 채널의 임펄스

응답을 얻어 낼 수 있다. 이외에도 최대 지연 시간이 PN 순환 프리픽

스의 길이를 넘어가는 경우의 채널 추정 방법은 논문 [2]에 제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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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SB 변조시스템에적용할채널추정기법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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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SB 변조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4는 채널 부호화부 (Uncoded)가 없는 VSB 변조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는 PN 사이클릭 프리픽스의

크기는 200심볼, M-시퀀스의 크기는 255심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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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QAM 변조된 PN 시퀀스의 성상도(Constellation)와 VSB 변조

된 PN 시퀀스의 성상도

그림 5의 (a)와 같이 QAM 변조 방식을 사용하면 동위상 채널로

송신되는 값과 직교위상 채널을 통해 송신되는 값이 각각 독립적으로

반송파 (Carrier Wave)에 전송되어 위상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림 (b)와 같이 PN 시퀀스가 VSB변조 될 경우 수신측에서 받는 PN

시퀀스의 직교위상 채널로 보내는 값은 동위상 채널을 통한 값의 단순

한 힐버트 변환에 의해 생성 되어 불규칙한 위상 값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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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반적인 FIR 필터의 구현 블록 다이어그램

VSB 변조 방식은 복소수 펄스 성형 필터 (Complex Pulse

Shaping Filter)로 구성되는데 펄스 성형 필터는 FIR필터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그림 6에서 출력신호

은 입력 신호 와 그 과거 값들이 필터 탭 수 까지 순차

적으로입력되며 그 값들은 VSB 필터계수 ∼와 각각 곱해져더

해진다. 만약 모든 필터 레지스터에서 입력 값과 과거의 값을 모두 알

고 있다면 수신측은 변하는 위상을 알 수 있으며 그 특성을 이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레지스터에입력되는 값 중 프레임심벌과 같이 알 수

없는 값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수신측은 변하는 위상을 알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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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IR 필터를 고려한 프레임 헤더 구조

따라서 VSB 변조 방식을 사용 할 경우 그림 7과 같이 ISI (Inter

Symbol Interference)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PN 보호 구간

의 길이는 감소한다. 본 논문은 채널추정을 위해 이 특성이 유지되는

구간에 상관 윈도우를설정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다.

가. 상관윈도우내에서VSB 변조된 PN 시퀀스구조를사용하는경우

만약 지역 PN 시퀀스를 VSB 변조된 PN 시퀀스로 사용 할 경우

상관 계산 시 정확하게 위상이 일치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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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60, 상관 윈도우 구간이에 존재할 때 방법 적용 전 채널

임펄스 응답 I와 Q (a), (c), 적용 후 채널 임펄스 응답 I와 Q (b), (d)

그림 8의 (a)와 (c)는 송신측과 동일한 지역 PN 시퀀스로 식 (2)를

통해 얻어진 I (동위상), Q (직교위상) 채널 임펄스 응답이고, (b)와 (d)

는 방법이 적용된 I, Q 채널 임펄스 응답이다. VSB 변조시 I 채널에

송신되는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임펄스 응답이 (a)와 같이 올바르

게 추정이 되지만 Q 채널은 (c)와 같이 위상이 변해잘못된 값이 나온

다. 만약 지역 시퀀스가 (c)의 정보를 이용하여 채널 추정을 하는 경우

(d)와 같이 위상이 정확히 일치하는 구간이 발생되어 채널 임펄스 응

답이 구해진다. 하지만 지역 시퀀스가 (a), (c)의 정보가 이용되는 그림

5의 (b)와 같은 성상도를 가진다면 -1과 1로 구성된 M-시퀀스의 자기

상관 특성 (1)이 파괴된다. 따라서 위상이 일치되더라도 그림 8의 (b)

와 같이 I채널의 임펄스는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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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관 윈도우 내에서 상관 계산 시 위상과 크기를 수정하는 경우

그림 8의 (c)와같이 예측 가능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안다면 상관

계산 식 (2)를 하기 전에 어긋난 위상과 크기를 수정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표현하면 식 (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3)

여기서 는 수신된 PN 시퀀스를 의미하고 는 를 정

정하기 위한 기준 값이다. 는 의 위상각을 나타낸다. 식

(3)에서 는 수신측에서 저장된 의 크기만큼 나누어 진폭

을 일반화(Normalized) 한다. 또한 를 이용하여틀어진 위상을 정

정하고 난 후 지역 PN 시퀀스와 상관 계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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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식(3)에 따라 위상과 크기를 정정하며 상관 계산을 하는 방법

여기서 참고 데이터(Reference Data)는 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림 9와 같이 참고 데이터는 두 번째 경로인 PN 시퀀스‘ 를 예측 할

수 없다면 잘못된 정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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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예측 가능한 채널의 채널 임펄스 응답과 예측 불가능한

다중경로 채널에서 채널 임펄스 응답.

그림 10과 같이 채널이 예측 가능하다면 정정된 PN 시퀀스에 의

해 올바른 채널 임펄스 응답을 얻을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3D-HD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정된 ATSC 시스템에서 PN 구조의 상관 계산을 이용하여 채널 추

정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논문 [2]에서 제안된 M-시퀀스의 특징

과 상관 계산에 관하여 소개하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VSB 필터에 적

용 가능한 PN 시퀀스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2가지 방법을 통해 PN

시퀀스는 VSB 변조에서 채널 추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제시하였

다. 이 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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