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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ATSC 3.0 시스템의 2x2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송수신기 구조를 설계하고 성능을 분석한다. ATSC 
3.0 시스템의 MIMO 방식은 송신기에서 입력 스트림의 역다중화 (demultiplexing) 및 프리코딩 (precoding)을 통하여 공간 다이버시티
(spatial diversity) 및 공간 다중화 (spatial multiplexing)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TSC 3.0 MIMO 시스템의 프리코더를
이용한 송수신기 구조를 제시하고 전산 실험을 통하여 성능 결과를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transmitter and receiver structures for a 2x2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in ATSC 3.0 systems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2x2 MIMO system. In the ATSC 3.0 MIMO systems, spatial diversity and multiplexing gains can 
be obtained using the spatial demultiplexer and precoder.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structures of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for 
ATSC 3.0 MIMO systems. Also, we present performance results of the 2x2 MIMO system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Keyword : ATSC 3.0, detection, LLR, MIMO, precoding

Ⅰ. 서 론

최근,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는 방송사 및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

세대 지상파 방송 규격으로서 기존 ATSC 표준과의 하위
호환성제약이없는 ATSC 3.0 표준을마련하였다[1]-[3]. 전반
적인 ATSC 3.0 표준프로젝트는물리계층, 관리계층, 전송
계층프로토콜과함께응용프로그램계층을포함한완벽한

기술 표준을 제공한다[2][6]. 특히, ATSC 3.0 표준의 물리계
층규격에는옵션기술로서다중입력다중출력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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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multiple-output: MIMO) 기술이채택되었다. 이 기술
을이용하여단일 RF (radio frequency) 채널에서서로다른
2개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하여 2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스
트림을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공간 다중화 (spatial multi-
plexing) 이득을 얻을 수있으며이로인해채널 용량을 증
가시킬수있다[2][4]. 또한, MIMO 프리코더 (precoder)를적
용하여 공간 다이버시티 (spatial diversity) 이득을 얻음으
로써 페이딩에 대한 강인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4]. ATSC 
3.0의 MIMO 기술은 부트스트랩 (bootstrap) 및 프리앰블
(preamble) 심볼에는 적용되지 않고 프레임 내 각 부 프레
임 (subframe)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ATSC 3.0 시스템의 2x2 MIMO 방식을
적용한송수신기의구조를설계하고전산실험을통하여그

성능을 분석한다. ATSC 3.0 표준의 2x2 MIMO 송신기는
기존의 단일 입력 단일 출력 (single-input single-output: 
SISO) 시스템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블록의 변형
및 추가된 형태로 적용된다. 2x2 MIMO를위한 별도의 프
리코더 및 BICM (bit-interleaved coded modulation)에
MIMO 역다중화기 (demultiplexer)가 포함되며, BICM 이
후 프레이밍 (framing), 성상 매핑 (constellation mapping), 
인터리버 (interleaver), 파일럿 삽입 (pilot insertion) 등도
모두 2x2 MIMO 구조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역다중화기
는 BICM 인코더를 통과한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블록을 변조 차수 (modulation order) 및 송신 안테나 수에
따라 병렬 데이터 스트림으로 분할한다. 또한, 3개의 세부
블록으로 구성된 MIMO 프리코더는 두 데이터 스트림 간
에연산을수행함으로써추가적인다이버시티이득을얻을

수 있다. 또한, ATSC 3.0 시스템은 2x2 MIMO 시스템의
채널 추정을 위하여 Walsh-Hadamard 인코딩과 널 파일럿
(Null pilot) 인코딩의 2가지 종류의 파일럿 인코딩 방법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ATSC 3.0 규격의 2x2 MIMO 시스템을
위한 송수신기를 설계한다. 또한, 전산실험을 통하여 성능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ATSC 3.0의 2x2 MIMO 송신기구조를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수신기 구조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전산실
험을통한 2x2 MIMO 성능결과를제시하고, 5장에서결론
을 맺는다.

Ⅱ. 2x2 MIMO 송신기

그림 1은 ATSC 3.0의 2x2 MIMO 방식을적용한송신기
구조를 나타낸다. ATSC 3.0 2x2 MIMO 시스템의 송신기
는 전체적으로 BICM 인코딩, MIMO 프리코더, 프레이밍/
인터리빙, 파형생성으로구성되며 맵퍼와프리코딩이후의
프레이밍/인터리빙및파형생성블록은 2개로분리되어사
용된다[2]. BICM 인코더에입력된데이터는 FEC 블록단위
로나뉘어져외부부호인코더 (outer encoder)와내부부호
인코더 (inner encoder)를 차례대로 거친후 비트 인터리빙
된다. 비트 인터리빙된 하나의 FEC 블록은 64800 또는
16200의길이를갖는다. 또한, 2x2 MIMO 송신기는각각의

 그림 1. MIMO 송신기 구조
 Fig. 1. Structure of 2x2 MIMO transmitter

 

안테나로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으므로

SISO에 비해 BICM 블록은 2배의 FEC 블록을 처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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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처리된 FEC 블록은 MIMO 역다중화기에서 2개의병
렬 데이터 스트림으로 나뉘어진다.

1. MIMO 역다중화기

그림 2는 MIMO 역다중화기의구조를나타낸다. 비트인
터리버의출력비트열스트림은역다중화기에서두개의부

비트열스트림으로역다중화된다. 역다중화기의출력은송신
안테나인덱스와변조지수에맞추어병렬로배치되며병렬

로배치된셀들을셀벡터 (cell vector) v  
으로정의한다

( ,   ⋯). 여기서, v
  

  

⋯  는 번째셀벡터로서 번째송신안테

나에 맵핑된다. 송신 안테나 1과 2의 맵퍼는 동일한 변조
차수를 갖는다. 각송신 안테나의 맵퍼에서 사용하는 성상
은 L1 시그널링 (signaling)에서 정의되며, ATSC 3.0 표준
에서는 두 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해 동일한 변조 차수를

갖도록정의되어있다. 이후각셀스트림은 MIMO 프리코
딩을 거치게 된다. 

2. MIMO 프리코더

그림 3은 MIMO 프리코더와 맵퍼의 구조를 나타낸다. 
MIMO 프리코더는 스트림 결합기 (stream combining), IQ 
편파인터리빙 (I/Q polarization interleaving), 위상호핑부
(phase hopping)로 구성되어 있다[4]. 
스트림결합기는 MIMO 역다중화기로부터 수신한 셀에
대해 수식 (1)과 같은 행렬 연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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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sin cos






 






 (1)

여기서, 값은 위상 회전 값을 나타내며, BICM에 적용
되는 부호율 (code rate)과 변조 차수에 따라 규격에 미리

그림 3. MIMO 프리코더 구조
Fig. 3. Structure of MIMO precoder

그림 2. MIMO 역다중화기와 맵퍼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MIMO demultiplexer and 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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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값이 사용된다. 부호율과 변조 차수에 따른 값은

표 1에 나타내었다[2].
I/Q 편파인터리버는 다음과같이한 쌍의 입력 셀에 대
해 직각 위상 성분 (quadrature-phase)을 서로 교환하여 출
력 셀을 생성한다. 

 Re⋅Im

 Re⋅Im
(2)

여기서,  을 나타내고, Re⋅와 Im⋅은 각

각 실수부와 허수부를 의미한다.
위상 호핑 블록은 두 번째 안테나에서 전송되는 신호의

위상만을 회전시킨다. 여기서, Re과 Im값은 첫

번째안테나의동상성분 (in-phase)과직각위상성분을나
타내며, Re과 Im값은두번째안테나의동

상 성분과 직각 위상 성분을 의미한다. 위상 호핑 블록을
행렬연산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이 와 의출력으

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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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두번째안테나에대한출력셀의위상회전
값을 나타낸다.
위상회전값 는수식 (4)와같이정의되며매 셀마다

2 /9씩 증가한다.

 


     


 (4)

여기서,  는전체셀개수를나타내며, 위상회전값

는 매 FEC 블록마다 0으로 초기화된다.
프리코더를지난셀들은프레이밍블록에서프레임단위

로 재구성된 후 주파수 인터리버 블록을 거친다.

3. MIMO 파일럿 삽입

MIMO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분산 파일럿 (scattered pi-
lot)은 SISO에서 정의된 분산 파일럿 패턴에 기반을 두어
정의된다. ATSC 3.0 표준의 SISO 시스템에서분산파일럿
패턴은 SPa_b로정의된다[2]. 여기서,  a=, b=를 의미

하며, 와 는 각각 파일럿 간 부 반송파 (subcarrier) 
이격거리와 OFDM 심볼간격을의미한다. 이와유사하게, 
MIMO 시스템에서 분산 파일럿 패턴은 MPa_b로 정의되
며, a와 b는 SISO와 동일하게 정의된다. 파일럿 패턴에따
른 전력 크기는 SISO와 동일하게 L1 시그널링 값에 따라
정의된다[2]. MIMO 시스템에 적용되는 분산 파일럿, 추가
연속파일럿 (additional continual pilot), 엣지파일럿 (edge 
pilot), 부프레임 경계파일럿 (subframe boundary pilot)의
경우에는한쪽안테나에서만크기와위상을변형하며공통

연속 파일럿 (common continual pilot)의경우에는각안테
나에 SISO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MIMO 시스템에적용되
는 파일럿 인코딩 방법은 모두 두 가지가 있으며 Walsh- 
Hadamard 인코딩 방법, 널파일럿인코딩 방법이있다. 파
일럿 인코딩 방법의 선택은 L1 시그널링 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동일한 파일럿 인코딩 방법

code rate QPSK 16QAM 64QAM 256QAM 1kQAM 4kQAM
2/15 0° 0° 0° 0° 0° 0°
3/15 0° 0° 0° 0° 0° 0°
4/15 0° 0° 0° 0° 0° 0°
5/15 0° 0° 0° 0° 0° 0°
6/15 5° 0° 0° 0° 0° 0°
7/15 5° 0° 0° 0° 0° 0°
8/15 20° 0° 0° 0° 0° 0°
9/15 20° 0° 0° 0° 0° 0°
10/15 35° 0° 0° 0° 0° 0°
11/15 35° 5° 0° 0° 0° 0°
12/15 35° 5° 0° 0° 0° 0°
13/15 45° 5° 0° 0° 0° 0°

표 1. 부호율과 변조 차수에 따른 값
Table 1.   value for code rate and modul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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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된다.
Walsh-Hadamard 인코딩방법에서안테나 1은 SISO와동
일하게파일럿이생성되어삽입되고, 안테나 2는전체파일
럿을 2개의그룹(각각그룹 1, 그룹 2)으로나누어그룹에따
라삽입되는파일럿의부호를반전한다. 여기서, 부호가변화
하지않는파일럿들은그룹 1에속하고, 부호가변화하는파
일럿들은그룹 2에속하게된다. 분산파일럿, 추가연속파
일럿, 엣지파일럿, 부프레임경계파일럿에대하여그룹 2
에속한파일럿의부호를안테나 1과동일한부반송파인덱
스에 위치하는 파일럿에 비해 부호를 반전시킨다. 
수식 (5)는 Walsh-Hadamard 인코딩방법을사용하여생
성되는안테나 2로전송되는그룹 1과그룹 2의분산파일
럿 나타낸다. 

Re⋅
⋅

Im

(5)

여기서, 는 각각 부 프레임, 심볼, 부 반송파 인덱
스를 나타내며 모든 프레임과 OFDM 심볼에 대해서 동일
한 PN 수열 (PN sequence) 를사용하여생성된다. 또한, 

는 분산 파일럿의 부 반송파간 이격 거리 의미하고, 

는 분산 파일럿의 크기를 나타낸다. 파일럿 부 반송파

의 위치가 의 홀수 배에 해당하는 경우 분산 파일럿의

부호가 음으로 바뀌게 된다. 
Walsh-Hadamard 인코딩방법을이용한안테나 2로전송
되는 그룹 1과그룹 2의 추가 연속파일럿 생성 방법은다
음과 같다.

Re⋅
⋅

 for  mod  

Re⋅⋅ 

Im

(6)

분산 파일럿의 부 반송파 인덱스에 위치하는 추가 연속

파일럿의경우파일럿의부호를반전시키고나머지는부호

를 반전하지 않는다.
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을 이용한엣지 파일럿 삽

입은 수식 (7)과 같이 수행된다.

Re⋅⋅

Im
(7)

엣지 파일럿은 프레임의 홀수 번째 OFDM 심볼의 경우
에만 부호를 반전시킨다.

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을 이용한 부 프레임 경계
파일럿 삽입은 분산 파일럿과 동일하다.

Re⋅
⋅

Im

(8)

널파일럿인코딩은Walsh-Hadamard 방법과는다르게파
일럿의전송전력을다르게하여전송하는방법이다. 파일럿
에해당하는부반송파를두개의그룹 (그룹 1과그룹 2)로
나누어안테나 1에서그룹 1의부반송파에는파일럿을 3dB 
부스팅 (boosting)하여전송하고, 그룹 2의부반송파에는어
떤신호도전송하지않는다. 반면, 안테나 2에서는그룹 1의
부반송파는안테나 1과겹치지않도록아무런신호도전송
하지않고, 그룹 2의부반송파에만파일럿을 3dB 부스팅하
여전송한다. 즉, 널파일럿인코딩은두개의안테나에서로
동시에 겹치지 않도록 파일럿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안테나 1에대한널파일럿인코딩방식의그룹 1과그룹

2의 분산 파일럿은 수식 (9)와 같이 만들어진다.

Re⋅
   ⋅



Im

(9)

반면, 안테나 2에 대한 널 파일럿 인코딩 방식의 그룹 1
과 2의 분산 파일럿은 수식 (10)과 같이 만들어진다.

Re⋅
   

⋅



Im

(10)

널 파일럿 인코딩에 대한 엣지 파일럿과 부 프레임 경계

파일럿은Walsh-Hadamard 인코딩방식이그대로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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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x2 MIMO 수신기

그림 4는제안하는 2x2 MIMO 수신기구조를나타낸다. 
2x2 MIMO 수신기는 크게 OFDM 복조 과정과 MIMO 채
널추정, BICM 디코딩부분으로나뉜다. 송신신호는채널

그림 4. 2x2 MIMO 수신기 구조
Fig. 4. 2x2 MIMO Receiver Structure

을 거쳐 수신기에 수신되며, 수신된 신호는 FFT (fast 
Fourier transform) 과정을거쳐주파수영역으로표현이가
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송수신기 사이의 동기가 완벽하다
고 가정한다. FFT 이후 수신 신호의 주파수 영역 신호는
그림 5와 같이 모델링될 수 있다[5].
송신안테나 1과 2에서 번째송신벡터 s  

가 전송될 때 수신 신호 과  은 수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y 



 










 









 











 






HSn (11)

여기서, H



 





는 2x2 채널 행렬 (channel matrix)

을나타내고, 
은  번째송신안테나와  번째수

신 안테나 사이의 채널 이득을 나타낸다. 또한, n 

  
는잡음 벡터이고,  , 은 가산백색 가우

시안 잡음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을나타
낸다.
수식 (1), (2), (3)을 이용하여 FFT 이후 수신 신호 와

를 다음 수식 (12)와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수신기에서는 인접한 OFDM 심볼 및 부 반송파의 분산
파일럿들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한다. 인접한 OFDM 심
볼및분산파일럿부반송파에대해서채널의거의일정한

준정상 (quasi-static) 채널을가정한다. 그러면, 그룹 1의파
일럿과 인접한 그룹 2의 파일럿에 대한 수신 신호를 각각


,  라고 하고, 파일럿 값을 각각 
,  




 










 









 Recossin⋅Imsincos

Resincos⋅Imcossin





 (12)

그림 5. 주파수 영역에서 수신 신호 모델
Fig. 5. Received signal model in the frequenc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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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P















 

 






(13)

여기서, 행렬 P



 






  
는 직교 (orthogo- 

nal) 행렬이고 PP 
 I와 같으며 I는 2x2 단위행렬이

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채널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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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파일럿부반송파의채널이득을추정한후시간영역

및 주파수 영역 보간 (interpolation)을 통하여 전체 채널을
추정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구체적인채널추정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음으로널파일럿인코딩방법의경우에는두개의송

신안테나중항상어느한쪽의파일럿전력이 0이기때문
에주어진시간및주파수에대해다른송신안테나가간섭

으로작용하지않는다. 따라서, 각수신안테나에서는 SISO
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널 추정이 가능하다.
수신 벡터 y에 대해서  번째 비트의 LLR (log like-

lihood ratio) 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n








 yH


 yH 








(15)

최적의 ML (maximum likelihood) 메트릭을얻기위하여

수식 (15)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여기서, 은 잡음의 분산을 나타내고,  
 과  

 은

모든 가능한 송신 벡터 s의  번째 비트가 각각 0과 1인

벡터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LLR 계산결과는 MIMO 다중화기를거쳐하나의스트
림으로 만들어진다. MIMO 다중화기는 수신된 각 안테나
의 신호를번갈아가며셀 벡터에채워놓은 후하나의 스트

림으로묶는다. 이후비트역인터리빙블록을지나내부부
호 및외부부호디코딩을차례대로 수행함으로써송신데

이터가 복원된다.

Ⅳ. 전산 실험 결과

앞에서 제시한 수신기 구조에 대한 전산 실험을 수행하

였다. 본 논문에서 송수신기 사이의 동기는 완벽하다고 가
정한다. 전산 실험을 위한주요 시스템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 수신 환경에서 단일 주파수망
(single frequency network: SFN) 채널을 가정한다[7]. 

서로다른두개의 송신안테나가동일한주파수로동일

한방송을서비스하고, 두개의방송커버리지 (coverage)가
겹치는지역에수신기가위치한다고가정한다. 이경우, 수

Outer code coding BCH

Inner code encoding LDPC

Code length 64800

Constellation QPSK 64QAM

Code rate 4/15 10/15

Precoder Stream combining, IQ interleaving, 
Phase hopping

FFT size 32k
GI pattern GI7_2048

Pilot pattern MP6_2
Frame length (ms) 92.7

표 2.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ln s ∈ 


∥y Hs∥

ln s ∈ 


∥y H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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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에서는 동일한 방송 신호가 서로 다른 지연 시간

(delay time) 및 서로 다른 전력으로 신호가 수신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FN 채널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2개의
다중경로를갖는채널로모델링하였다. 여기서, 두경로의
상대적지연 시간은 OFDM 심볼의 보호구간 (guard inter-
val: GI)의 90%로설정하였고 시간지연된경로의 평균전
력은 -3dB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논문의 2x2 MIMO 시스템은각각수직/수평편
파된 송수신 안테나를 사용하며[8], 안테나 사이의 상관

(correlation)은전혀없다고가정한다. 또한, 프리앰블의 L1 
시그널링정보는완벽하게 디코딩된다고가정하며, 완벽한
채널 추정을 가정한다.

그림 6은 BCH 디코딩 이후 비트 오율 성능 (bit error 
rate: BER) 성능을 나타낸다. SFN 채널 환경에서 부호율
4/15 및 QPSK와 부호율 10/15 및 64QAM의 경우 각각
0dB, 17.4dB 근처에서 잘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SISO와 MIMO의채널 용량을 신호대 잡음비

(SNR: signal to noise ratio)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채널
용량은 점유 대역폭 당 비트 율 (bps/Hz)을 나타내며 하나
의 전송 프레임의길이는 92.7ms이다. 채널 환경은 그림 6
의 실험과 동일하며, SISO와 MIMO는 동일하게 표 2의
BICM 및 OFDM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동일한 BICM 및
OFDM 파라미터를 사용할 경우 MIMO가 SISO에 비해 2
배의 채널 용량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6. 비트 오율 성능 (a) 부호율 4/15 QPSK , (b) 부호율 10/15 64QAM
  Fig. 6. BER performance (a) code rate 4/15 QPSK , (b) code rate 10/15 64QAM

(a) (b)

   그림 7. 채널 용량 비교 (a) 부호율 4/15 QPSK , (b) 부호율 10/15 64QAM
   Fig. 7. Comparison of channel capacity (a) code rate 4/15 QPSK , (b) code rate 10/15 64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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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TSC 3.0 시스템의 2x2 MIMO 방식을
적용한송수신기구조를설계하였고 BER 성능을분석하였
다. ATSC 3.0 규격의 2x2 MIMO 시스템은입력스트림의
역다중화 및 프리코딩을 통하여 공간 다이버시티 및 공간

다중화이득을얻을수있다. ATSC 3.0 시스템에서MIMO 
방식을적용함으로써채널 용량을 2배로 증대시킬수있어
현재 UHD 서비스이후대두될보다향상된화질의서비스
요구를충족하기위한방송시스템에적용이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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