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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ATSC 3.0 규격에서 정의되는 부트스트랩 신호를 이용한 수신기 동기 방식에 대해서 
소개한다. ATSC 3.0 방송 신호의 프레임에 앞서서 전송되는 부트스트랩 신호는 시간영역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수신기에서 타이밍 및 주파수 동기를 획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트스트랩 신호의 
시간영역의 반복구조를 이용하여 수신기에서 타이밍 및 주파수 동기 획득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2013 년부터 차세대 방송 방식으로서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3.0 규격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1][2], 2015 년 5 월에 ATSC 3.0 물리계층의 한 
부분인 “System Discovery and Signaling” 후보 규격 
(A/321)이 승인되었다 [3]. 또한, 2015 년 9 월말에는 ATSC 
3.0 물리계층 후보 규격 (A/322)이 승인되었으며[4], 
2016 년에는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ATSC 3.0 규격에서 프레임은 맨 앞에 부트스트랩 
(bootstrap)이 위치하며 그 뒤에 프리앰블 (preamble)과 
부프레임 (subframe)이 차례대로 위치하도록 구성된다. 
부트스트랩은 수신기에게 ATSC 3.0 신호의 존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수신기 동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부트스트랩은 수신기에서 신호를 복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트스트랩은 모든 수신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고정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전송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ATSC 3.0 규격에서 정의되는 부트스트랩 
신호를 이용한 수신기 동기 방식에 대해서 소개한다. ATSC 
3.0 방송 신호의 프레임에 앞서서 전송되는 부트스트랩 신호는 
시간영역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수신기에서 타이밍 및 주파수 동기를 획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트스트랩 신호의 시간영역의 반복구조를 
이용하여 수신기에서 타이밍 및 주파수 동기 획득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ATSC 3.0 의 
부트스트랩 신호의 시간영역 구조에 대해서 소개하고, 3 절에서 
부트스트랩 신호를 이용한 동기 획득 방법을 제시한다. 
4 절에서 전산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2. 부트스트랩 신호의 시간영역 구조 
 

그림 1 은 ATSC 3.0 의 부트스트랩 신호 생성을 위한 
생성기의 구조를 나타낸다 [3]. 부트스트랩 신호는 Zadoff-
Chu 수열과 PN (pseudo-random noise) 수열을 사용하여 
생성된다. 생성된 수열은 주파수 영역에서 1498 개의 
부반송파에 할당되고 2048 크기의 IFFT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를 통하여 시간영역 신호로 변환된다. 
ATSC 3.0 의 부트스트랩 신호는 모두 4 개의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심볼을 
전송하며 첫 번째 심볼을 제외한 나머지 심볼은 시간영역에서 
순환 이동된다. 순환 이동된 신호는 IFFT 출력 샘플의 일부를 
심볼의 맨 앞과 맨 뒤에 복사하여 최종 송신 신호를 생성하게 
된다. 

 

ZC

PN

Subcarrier 
mapping 
and zero 
padding

I
F
F
T

Root

Seed

Sequence Generator

Cyclic Shift 
& 

Termination

CAB & BCA 
Structure 

Construction

 

그림 1. ATSC 3.0 부트스트랩 신호 생성기 [5]. 

 

그림 2 는 부트스트랩 신호의 최종 시간영역 구조를 
나타낸다. 부트스트랩 신호의 FFT 크기는 2048 이고 
1498 개의 유효 부반송파가 사용된다. 그림 2 의 시간영역 
구조에서 A 부분은 IFFT 출력에 해당되고 B 부분과 C 부분은 
각각 504 및 520 샘플 길이를 갖는다. 첫 번째 부트스트랩 
심볼은 그림 2 (a)와 같은 C-A-B 구조를 갖는다. IFFT 
출력의 마지막 520 샘플은 맨 앞으로 복사되어 C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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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마지막 504 샘플은 Δ+ f  만큼 주파수 이동된 후 B 

부분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첫 번째 부트스트랩 심볼을 제외한 
나머지 심볼들은 모두 그림 2 (b)와 같은 B-C-A 구조를 
갖는다. IFFT 출력의 마지막 520 샘플은 A 부분의 앞으로 
복사되어 C 부분을 형성하고, 마지막 520 샘플 중 처음 504 
샘플은 Δ− f  만큼 주파수 이동된 후 B 부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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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트스트랩 신호의 시간영역 구조. (a) C-A-B 구조. 
(b) B-C-A 구조. 

 

부트스트랩 신호는 위 그림 2 와 같이 시간영역에서 
반복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타이밍 및 주파수 동기 
획득이 가능하다. 

 
 

3.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동기 방식 
 

그림 2 의 부트스트랩 신호는 A, B, C 부분의 반복 특성을 
이용하여 시간 지연된 상관 값을 계산함으로써 타이밍 획득을 
위한 메트릭 (metric)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A 부분의 길이만큼 지연된 신호는 C 부분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 (a)에서 B 부분의 길이만큼 지연된 
신호는 B 부분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2 
(b)에서 A 부분과 B 부분 길이의 합만큼 지연된 신호는 B 
부분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복 특성을 
이용하여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상관 값을 계산하여 그 크기와 
위상을 검출함으로써 타이밍 동기 및 주파수 동기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3 은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 
하에서 SNR (signal-to-noise ratio)이 -11dB 인 경우 
부트스트랩 신호를 이용한 타이밍 동기 메트릭의 스냅샷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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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트스트랩 신호를 이용한 타이밍 동기 메트릭의 

스냅샷, AWGN 채널, SNR=-1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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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트스트랩 신호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값의 
히스토그램, AWGN 채널, SNR=-13dB. 

 
그림 4 는 AWGN 채널 하에서 SNR=-13dB 인 경우 

부트스트랩 신호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값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ATSC 3.0 규격에서 정의되는 부트스트랩 
신호를 이용한 수신기 동기 방식을 제안했다. ATSC 3.0 
부트스트랩 신호는 시간영역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수신기에서 타이밍 및 주파수 동기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전산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식의 동작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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