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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방송수신장치 및 그 방법

(57) 요약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방송수신장치 및 그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방송수신장치는 RF신호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여 IF

(Intermediate Frequency)신호를 출력하는 튜너부, IF신호를 여파 처리하여 디지털IF신호를 출력하는 필터부, 그리고 디

지털IF신호에 소정크기의 노이즈신호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면, 노이즈신호를 소거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으로 IF신호의

주파수를 천이(Shift)하도록 튜너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선택한 채널에 대응

되는 디지털방송신호에 인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신호에 의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아날로그방송 및 디지털방송을 RF(Radio Frequency)신호형태로 수신하여 처리하는 방송수신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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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F신호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여 IF(Intermediate Frequency)신호를 출력하는 튜너부;

상기 IF신호를 여파 처리하여 디지털IF신호를 출력하는 필터부; 및

상기 디지털IF신호에 소정크기의 노이즈신호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면, 비트오류율(Bit Error Rate:BER)을 검출하여, 상

기 비트오류율을 감소시키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IF신호의 주파수를 천이(Shift)하도록 상기 튜너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수신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튜너부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전(全) 채널에 대한 채널주파수정보를 저장하는 채널저장부; 및

상기 디지털IF신호에 대한 복조 및 오류정정을 수행하는 IF신호처리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채널저장부에 저장된 채널주파수정보를 확인하여 선택된 제1채널의 일측에 인접채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IF신호처리부의 오류정정과정에서 비트오류율(Bit Error Rate : BER)을 검출하여, 상기 비트오류율을 감

소시키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제1채널의 IF신호주파수를 천이하도록 상기 튜너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수신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튜너부는,

상기 RF신호의 주파수 및 소정 제1주파수를 혼합하는 주파수혼합기;

상기 제1주파수를 발생시키는 국부발진기; 및

상기 제1주파수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국부발진기를 제어하는 PLL;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주파수를 상기 비트오류율이 소정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제2주파수로 변환하도록 상기 PLL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수신장치.

청구항 4.

아날로그방송 및 디지털방송을 RF(Radio Frequency)신호형태로 수신하여 처리하는 방송수신장치의 노이즈신호 여파 처

리방법에 있어서,

(a) 선택된 제1채널의 일측에만 인접채널이 존재하면, 상기 제1채널에 대응되는 RF신호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여 IF

(Intermediate Frequency)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IF신호를 여파 처리하여 디지털IF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c) 상기 디지털IF신호에 소정크기의 노이즈신호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면, 비트오류율(Bit Error Rate:BER)을 검출하여,

상기 비트오류율을 감소시키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IF신호의 주파수를 천이(Shift)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송수신장치의 노이즈신호 여파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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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디지털IF신호에 대해 복조 및 오류정정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오류정정과정에서 비트오류율(Bit Error Rate : BER)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비트오류율이 소정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IF신호의 주파수를 천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수신장치의 노이즈신호 여파 처리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비트오류율이 10-4보다 작은 값을 갖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IF신호의 주파수를 천이하도록 상기 튜너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수신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비트오류율이 10-4보다 작은 값을 갖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IF신호의 주파수를 천이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송수신장치의 노이즈신호 여파 처리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방송수신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선

택한 채널에 대응되는 디지털방송신호에 인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신호에 의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방송수

신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신호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영상과 음성신호를 압축하고 이를 디지털 변조하여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TV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방송 중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규격의 VSB(Vestigial Side Band)방식으로 전송되는 디지털방송신호 및 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규격의 아날로그방송신호를 함께 수신할 수 있는 방송수신장치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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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방송은 RF(Radio Frequency)신호의 채널대역폭이 6MHz로 동일하므로, 방송수신장치는

동일한 안테나 및 튜너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선택한

채널에 대응되는 디지털방송신호에 인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신호가 노이즈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 1은 인접신호가 여파 처리되어 노이즈신호로 남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고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대

응되는 디지털방송신호(10) 및 인접신호(20)가 SAW(Surface Acoustic Wave)필터에 의해 여파 처리된다. 이때, SAW필

터의 대역폭(40)에 인접신호(20)의 일부가 포함되어 여파 처리되지 않고 디지털방송신호(10)와 함께 출력되어 노이즈신

호(30)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은 노이즈신호(30)는 디지털방송신호(10)와 함께 신호 처리되어 영상 및 음성출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때, 인접신호(20)는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선택한 채널에 대응되는 디지털방송신호(10)와 인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

송신호이다. 이 중에서도 디지털방송 및 아날로그방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NTSC규격의 아날로그방송신호는 디지털

방송신호(10)와 인접하거나 동일한 채널주파수로 전송되어, 디지털방송신호(10)에 심각한 채널간섭을 일으켜 방송수신장

치의 수신특성을 저하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선택한 채널에 대응되는 디지털방송신호에 인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

송신호가 노이즈신호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방송신호 및 인접신호의 주파수를 노이즈신호가 감소되는 주

파수대역으로 천이(Shift)하여,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방송수신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는, RF신호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여 IF(Intermediate

Frequency)신호를 출력하는 튜너부, 상기 IF신호를 여파 처리하여 디지털IF신호를 출력하는 필터부, 및 상기 디지털IF신

호에 소정크기의 노이즈신호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면, 상기 노이즈신호를 소거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IF신호의

주파수를 천이(Shift)하도록 상기 튜너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방송수신장치는 상기 튜너부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전(全) 채널에 대한 채널주파수정보를 저장하는 채널저장부,

및 상기 디지털IF신호에 대한 복조 및 오류정정을 수행하는 IF신호처리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채널저장부

에 저장된 채널주파수정보를 확인하여 선택된 제1채널의 일측에 인접채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IF신호처리부의

오류정정과정에서 비트오류율(Bit Error Rate : BER)을 검출하여, 상기 비트오류율을 감소시키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제

1채널의 IF신호주파수를 천이하도록 상기 튜너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튜너부는 상기 RF신호의 주파수 및 소정 제1주파수를 혼합하는 주파수혼합기, 상기 제1주파수를 발생시키

는 국부발진기, 및 상기 제1주파수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국부발진기를 제어하는 PLL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주파수를 상기 비트오류율이 소정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제2주파수로 변환하도록 상기 PLL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아날로그방송 및 디지털방송을 RF(Radio Frequency)신호형태로 수신하여 처리하는 방송수신장치의 노이즈신호

여파 처리방법은 (a) 선택된 제1채널의 일측에만 인접채널이 존재하면, 상기 제1채널에 대응되는 RF신호를 주파수 하향

변환하여 IF(Intermediate Frequency)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IF신호를 여파 처리하여 디지털IF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c) 상기 디지털IF신호에 소정크기의 노이즈신호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면, 상기 노이즈신호를 소거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IF신호의 주파수를 천이(Shift)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c)단계는 상기 디지털IF신호에 대해 복조 및 오류정정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오류정정과정에서 비트오류율

(Bit Error Rate : BER)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비트오류율이 소정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주파수대역으로 상기 IF신

호의 주파수를 천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2에 따르면, 본 방송수신장치는 안테나(100), 튜너

부(110), SAW필터부(130), IF증폭부(140), IF신호처리부(160), 제어부(180), 및 채널저장부(19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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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너부(110)는 안테나(100)를 통해 수신한 RF신호를 IF(Intermediate Frequency)신호로 변환한다. 즉, 튜너부(110)는

ATSC규격의 디지털방송 및 NTSC규격의 아날로그방송 RF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선택한 제1채

널에 대응되는 RF신호에 튜너부(110)내의 국부발진기(Local Oscillator)에서 공급된 주파수를 혼합하여, IF신호로 변환

한다. 6MHz대역폭을 가진 ATSC규격의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는 경우, 중심주파수(Center Frequency)가 44MHz이고, 주

파수대역폭이 6MHz인 IF신호로 변환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의 튜너부(110)는 후술되는 제어부(180)의

제어로 IF신호의 주파수를 천이(Shift)시킨다.

SAW필터부(130)는 튜너부(110)에서 변환된 IF신호에 포함된 인접채널인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신호의 간섭을 없애기

위한 필터이다. 즉, 중심주파수를 중심으로 SAW필터부(130)의 주파수대역내 디지털IF신호는 통과시키고, 디지털IF신호

외의 고역 및 저역채널에 대응되는 방송신호 등과 같은 인접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한다. 이때, VSB방식의 디지털방송

신호인 경우, SAW필터부(130)의 주파수대역폭은 약 6MHz이며 중심주파수는 44MHz이고, SAW필터부(130)는 6MHz보

다 좀 더 넓은 폭으로 IF신호를 여파 처리하게 된다.

IF증폭부(140)는 SAW필터부(130)로부터 여파 처리된 디지털IF신호를 수신하여, 소정크기로 증폭한다. 즉, SAW필터부

(130)에서의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후술되는 제어부(180)에 의해 자동이득제어(Automatic Gain Control : AGC)되어 디

지털IF신호를 증폭한다.

IF신호처리부(160)는 증폭된 디지털IF신호를 복조(Demodulation)하고, 복조된 데이터에 대한 오류정정을 수행한다. 즉,

IF신호를 I 및 Q신호로 복조한 후,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한다. 또한, 변환된 디지털데이터 및 디지털IF신호에 대해 기 설정

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두 데이터가 다른 경우 디지털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한다.

채널저장부(190)에는 안테나(100)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및 아날로그방송에 포함된 모든 채널에 대한 채널번

호, 채널주파수, 방송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다.

제어부(180)는 먼저, 채널저장부에 저장된 채널주파수정보를 독출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제1채널에 인접한 채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제1채널에 인접한 채널이 양쪽에 존재할 경우, IF주파수를 천이하지 않고 제1채널에 대응되는 디지털방

송신호를 그대로 디스플레이한다. 만약, 인접채널이 제1채널의 한 쪽에만 존재할 경우, 제1채널에 대응되는 디지털IF신호

를 주파수 천이하게 된다.

즉, 제어부(180)는 IF신호처리부(160)에 입력되는 디지털IF신호에 대한 자동이득제어 값을 검출한 후, 튜너부(110) 및 IF

증폭부(140)에 공급하여 튜너부(110) 및 IF증폭부(140)의 출력이득을 조정한다. 또한, 오류 정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오

류율(Bit Error Rate : BER)을 IF신호처리부(160)로부터 검출하여, 비트오류율이 대략 10-4보다 작은 값을 가지도록 튜너

부(110)를 제어한다. 이와 같은 동작은 다음 도 3을 통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의 튜너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3에 따르면 본 방송수신장치의 튜너

부(110)는 RF증폭기(111), 주파수혼합기(113), 국부발진기(Local Oscillator : LO)(115), 및 PLL(Phase Lock Loop)

(117)을 포함한다.

RF증폭기(111)는 안테나(100)로부터 6MHz 대역의 RF신호를 수신한 후, 제어부(180)의 자동이득제어에 따라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RF신호의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RF신호를 증폭한다. 주파수혼합기(113)는 RF증폭기(111)에서 출력된

RF신호의 주파수에 제1주파수를 혼합하여 중심주파수가 44MHz인 IF신호로 주파수 하향 변환한다. 이때, 제1주파수의 크

기는 수신된 RF신호의 중심주파수 및 IF신호의 중심주파수를 더한 크기이다.

국부발진기(115)는 RF신호의 주파수 하향 변환을 위한 제1주파수를 생성한다. 국부발진기(115)로부터 공급된 제1주파수

및 수신된 RF신호의 주파수가 혼합되어 44MHz의 IF신호로 출력한다. 본 발명에서 국부발진기(115)는 비트오류율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제1주파수를 제2주파수로 변화시킨다. 제2주파수를 RF신호의 주파수와 혼합함으로써, 노이즈신호가 존

재하는 주파수대역으로 IF신호의 주파수가 천이된다. 이로 인해 노이즈신호가 SAW필터부(130)의 주파수대역폭에서 벗

어나게 되어, 여파 처리된다.

PLL(117)은 일정한 주파수가 국부발진기(115)에서 공급되도록 국부발진기(115)를 제어한다. 본 발명에서는 제어부

(180)의 제어에 따라 비트오류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1주파수를 제2주파수로 변화시키도록 국부발진기(115)를 제

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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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에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의 (a)는 디지털방송신

호(200) 및 상측인접신호(210)의 RF신호에 대응되는 전자스펙트럼을 나타낸 도면이다. 디지털방송신호(200)의 중심주파

수를 473MHz라고 가정하면, 상측인접신호(210)의 중심주파수는 479MHz이다.

도 4의 (b)는 튜너부(110)에서 변환된 IF신호를 나타낸 전자스펙트럼이다. RF신호가 IF신호로 변환되면서 전자스펙트럼

이 반전되어, 디지털방송신호(200)의 중심주파수는 44MHz가 되고, 상측인접신호(210)의 중심주파수는 38MHz가 된다.

이때, SAW필터부(130)의 주파수대역(250)에 상측인접신호(210)의 일부인 노이즈신호(230)가 포함된다.

도 4의 (c)는 노이즈신호(230)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 4의 (b)에 나타낸 IF신호를 방향 ①로 천이(Shift)시킨 전자스펙트럼

이다. 이때, 디지털방송신호(200)의 중심주파수는 44MHz - α가 되며, α는 PLL(117)이 조정하는 값으로 1단계가

170KHz인 경우, 디지털방송신호(200)의 중심주파수는 43.83MHz이고, 인접신호(210)의 중심주파수는 37.83MHz가 된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이된 IF신호를 여파 처리한 후에도 비트오류율이 10-4보다 큰 경우, 1단계 더 증가시켜 디지털방송

신호(200)의 중심주파수가 44MHz - 2α가 되고, 상측인접신호(210)의 중심주파수가 38MHz - 2α가 되도록 PLL(117)을

제어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에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의 (a)는 디지털방

송신호(300) 및 하측인접신호(310)의 RF신호에 대응되는 전자스펙트럼을 나타낸 도면이다. 디지털방송신호(300)의 중심

주파수를 473MHz라고 가정하면, 하측인접신호(310)의 중심주파수는 467MHz이다.

도 5의 (b)는 튜너부(110)에서 변환된 IF신호를 나타낸 전자스펙트럼이다. RF신호가 IF신호로 변환되면서 전자스펙트럼

이 반전되어, 디지털방송신호(300)의 중심주파수는 44MHz가 되고, 하측인접신호(310)의 중심주파수는 50MHz가 된다.

이때, SAW필터부(130)의 주파수대역(350)에 하측인접신호(310)의 일부인 노이즈신호(330)가 포함된다.

도 5의 (c)는 노이즈신호(330)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 5의 (b)에 나타낸 IF신호를 방향 ②로 천이(Shift)시킨 전자스펙트럼

이다. 이때, 디지털방송신호(300)의 중심주파수는 44MHz + α가 되며, α는 PLL(117)이 조정하는 값으로 1단계가

170KHz인 경우, 디지털방송신호(300)의 중심주파수는 44.17MHz이고, 하측인접신호(310)의 중심주파수는 50.17MHz

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이된 IF신호를 여파 처리한 후에도 비트오류율이 10-4보다 큰 경우, 1단계 더 증가시켜 디지털방송

신호(300)의 중심주파수가 44MHz + 2α가 되고, 상측인접신호(310)의 중심주파수가 38MHz + 2α가 되도록 PLL(117)

을 제어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에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6에 따르면,

먼저 안테나(100)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송 및 디지털방송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채널에 관한 채널주파수로부

터 사용자가 선택한 제1채널에 인접한 채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S400).

이때, 제1채널에 인접한 채널이 양쪽에 존재할 경우, IF주파수를 천이하지 않고 제1채널에 대응되는 디지털방송신호를 그

대로 디스플레이한다. 만약, 인접채널이 제1채널의 한 쪽에만 존재할 경우, 튜너부(110)를 통해 제1채널에 대응되는 RF신

호를 수신한다(S405).

수신한 RF신호의 주파수에 국부발진기(115)에서 생성한 제1주파수를 혼합하여 IF신호로 변환한다(S410). SAW필터부

(130)는 IF신호를 여파 처리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디지털IF신호를 출력하고, IF신호처리부(160)가 디지털IF신호를 소정

크기로 증폭하여, 디지털IF신호에 대해 복조 및 오류정정을 수행한다(S420).

이때, 오류정정과정에서 비트오류율을 검출하여 10-4보다 작은 값인가를 확인한다(S430). 비트오류율이 10-4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 복조된 디지털IF신호를 신호처리한 후, 디스플레이한다(S440). 비트오류율이 10-4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 RF신호의 주파수 하향 변환을 위해 생성되는 제1주파수를 비트오류율을 줄일 수 있는 제2주파수로 변화시켜(S450)

, 단계 S410 내지 단계 S430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비트오류율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IF신호를 주파수 천이

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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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비트오류율이 소정 값 이하가 되도록 IF신호를 천이시켜, SAW필터부의 주파수

대역폭에 노이즈신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인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신호에 의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

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접신호가 여파 처리되어 노이즈신호로 남는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의 튜너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에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에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 그리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수신장치에서 노이즈신호를 여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안테나 110 : 튜너부

130 : SAW필터부 140 : IF증폭부

160 : IF신호처리부 180 : 제어부

190 : 채널저장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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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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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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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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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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