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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디오 무선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시스템, 오디오 무선 방송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방법, 인밴드 온채널 오디오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방법, 인밴

드 온채널 방송 방법 및 수신기, 인밴드 온채널 방송 신호 수신 방법 및 수신기

요약

  오디오 무선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시스템(100)이 제공되는데, 이 시스템에서 주 무선 신호와 여

분의 무선 신호는 송신기 서브시스템(120)으로부터 송신되며 수신기 서브시스템(140)에 의해 수신된다. 오디오 소스

(110)의 출력(112)은 무선 주파수 신호(162)를 변조하여 송신 안테나(172)에 접속시키기 위한 변조기(160)에 접속된다.

오디오 소스(110)의 제 2 출력(114)은 지연 회로(116)에 접속되어 소정의 시간 지연을 부가한다. 지연된 오디오 소스 신

호는 송신 안테나(172)에 접속되는 제 2 무선 주파수 신호(166)를 변조하는 변조기(164)에 접속된다. 수신기 서브시스템

(140)은 주 무선 신호와 지연된 여분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각각을 복조기(180, 182)에 접속한다. 적어도 복조기(180)

는 주 무선 신호에서의 저하를 결정하여 합성 제어 회로(190)에 품질 측정 출력 신호(186)를 제공하는 회로(181)를 포함

한다. 복조기(180)로부터 복구된 주 오디오 신호는 제 2 지연 회로(184)에 접속되며, 제 2 지연 회로(184)의 시간 지연은

지연 회로(116)의 시간 지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지연 회로(184)로부터의 오디오 출력과 복조기(182)로부터의 여분

의 오디오 출력은 합성 서브시스템(135)에 접속되며, 각각은 가중 계수와 조합되고, 그 후 함께 조합되어 합성 오디오 신호

를 형성하여 오디오 출력 회로(150)에 접속한다.

대표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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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오디오 방송 시스템에서 신호 페이딩, 일시적인 신호 두절, 또는 심각한 채널 손상의 영향들을 경감시키는 시

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 및 방법은 주 방송 신호와 여분의(redundant) 신호를 송신하는 것을 이용하

되, 상기 여분의 신호는 주 방송 신호에 대해, 소정의 시간량, 즉 수 초 정도만큼 지연되고 있다. 수신된 주 방송 신호를 지

연시키기 위해 상응하는 지연이 수신기에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은 청취자가 RF 신호의 페이딩이나 신호 두절을 인식하

기 전에 그 페이딩이나 신호 두절을 나타내는 주 방송 채널에서의 열화(degradation)를 검출하는 개념에 관한 것이다. 상

기 검출에 응답하여, 지연된 여분의 신호는 주 방송 신호가 손상을 받거나 이용되지 못할 경우 갭 충진자(gap filler)로서

기능하며, 손상된 주 방송 신호를 일시적으로 대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주 방송 신호로부터 지연된 여분의 신

호로 원활하게 변환시키는 합성 기능(blend function)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홈 수신기(home receiver)와 같은 고정 수신기 탑재 장치에서, 페이딩 통계치들은 통행 차량 혹은 항공기에 의해 야기되

는 일시적인 페이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일정하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페이딩 및 신호 두절을 매우 효과적

으로 경감시키는 것은 보다 우수한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기존 안테나를 재위치 지정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게 행할 수 있

다. 그러나,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에서, 페이딩 및 신호 두절은 차량 위치 및 속도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으며, 이러한 페이

딩 및 신호 두절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데에는 보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기술은 종래의 AM 및 FM 아날로그 신호를 통한 방송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인

밴드 온채널(In-Band-On-channel;IBOC) DAB는, 아날로그 AM 혹은 FM 신호가 DAB 신호와 더불어 동시 방송되는 디

지털 방송 체계로서 미국에서 채택될 예정에 있다.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전반적으로, 오디오 정보를 전달하는데 충분히

높은 신뢰도와 최소의 데이터 레이트가 요구되도록 압축된다. 지상 DAB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상용 AM 혹은 FM 방송 시

스템과 같은 아날로그 변조 시스템보다는 수신된 오디오에 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페이팅 및 신호 두절 특성을 갖

는데, 그 이유는 그 기능이 크게 저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은 인밴드 온채널(IBOC) 시스템에서 과도해지며 이

시스템들은 공유하는 주파수 대역의 아날로그 방송 신호보다 수 십배 낮은 송신 전력을 갖도록 제한된다. IBOC DAB 시스

템은 요구되는 아날로그 신호만의 스펙트럼 마스크 내에서 모든 아날로그 및 DAB 신호를 동시에 송신한다. 따라서, IBOC

DAB 개념에 따라, 기지국은 아날로그 청취자를 보유하면서 디지털 오디오를 제공하지만, 디지털 방송은 일시적인 페이딩

및 신호 두절로 인한 오디오 손실이 경감되지 않는 한 허가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오디오 무선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오디오 신호 소스와, 상기 오

디오 신호 소스에 접속된 제 1 입력을 가져 오디오 신호와 함께 적어도 하나의 제 1 반송파 신호를 변조하여 주 무선 신호

를 방송하기 위한 송신기 서브시스템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또한 상기 오디오 소스에 접속된 입력을 가져 오디오 신호

와 제 1 소정 시간의 지연을 부가하여 출력에서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제 1 지연 회로를 포함하되, 상기

출력은, 상기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제 2 반송파 신호를 변조하여 주 무선 신호와 함께 지연된

여분의 무선 신호를 동시에 방송하기 위한 송신기 서브시스템의 제 2 입력에 접속된다. 이 시스템은 또한 주 무선 신호와

지연된 여분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서스시스템을 더 포함하며, 이 수신기 서브시스템은 주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제 1 출력에 오디오 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지연된 여분의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제 2 출력에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제공한다. 수신기 서브시스템은 수신된 주 무선 신호의 저하를 검출하는 회로를 포함하며, 이 저하 검출 회로는 품질 측정

신호를 수신기 서브시스템의 제 3 출력에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수신기 서브시스템의 제 1 출력에 접속된 입력을 가져 오

디오 신호에 제 2 소정 시간 지연을 부가하여 출력에서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제 2 지연 회로를 포함하며, 상

기 제 2 소정 시간 지연은 실질적으로 상기 제 1 소정 시간 지연과 동일하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에

접속된 제 1 입력과, 수신기 서브시스템의 제 2 및 제 3 출력에 각각 접속된 제 2 및 제 3 입력을 가져, 제 1 가중 계수와 상

기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를 조합하고, 제 2 가중 계수와 상기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조합하고, 상기 가중화되고 지

연된 주 오디오 신호와 상기 가중화되고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조합하여, 합성된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기 위한 합

성 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가중 계수는 소정의 임계값 미만의 품질 측정 신호에 응답하여 제 1 값과 제 2 값 사이에서

원활하게 전이된다. 제 2 가중 계수는 소정의 임계값 미만의 품질 측정 신호에 응답하여 제 2 값과 제 1 값 사이에서 원활

하게 전이된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상기 합성 회로에 접속되어 합성 오디오 신호를 청각 신호(aural signal)로 변환시키

는 오디오 출력 회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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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관점에서, 인밴드 온채널 오디오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각각의 채널은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통해 변조된 적어도 하나의 반송파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표식으로 변조된 다수의 부반

송파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a) 적어도 하나의 반송파 신호의 변조 이전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디지털 표식에

응답하여 지연되는 아날로그 신호에 소정의 제 1 시간 지연을 부가하는 단계와, (b) 지연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아날

로그 오디오 신호의 디지털 표식을 복구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변조된 반송파 신호와 다수의 변조된 부반송파 신호를 수

신하기 위한 수신기를 제공하는 단계와, (c)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디지털 표식에서 소정의 저하 레벨을 검출하는 단계

와, (d)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디지털 표식에 소정의 제 2 시간 지연을 부가하여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지연된 디지털

표식을 변환함으로써 주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기 위한 단계와, (e) 소정 레벨의 저하가 검출될 경우 주 오디오 신호를 지연

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회로 블록도이며,

  도 2(a) 내지 도 2(d)는 본 발명의 한 특징을 도시한 타이밍도이며,

  도 3은 인밴드 온채널 디지털 오디오 방송 시스템의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의 송신기 서브시스템의 일부를 도시한 회로 블록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의 송신기 서브시스템의 일부의 대안적인 구성을 도시한 회로 블록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의 수신기 서브시스템의 일부를 도시한 회로 블록도이며,

  도 7은 본 발명의 또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결합 신호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이며,

  도 8은 넌밴드 온채널(non-band on-channel) 디지털 오디오 방송 시스템의 신호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이며,

  도 9는 본 발명의 순수 아날로그 애플리케이션의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도 1 내지 도 9를 참조하면, 특히 도 1을 참조하면, 오디오 무선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스

템(100)이 도시된다. 통상적으로, FM 라디오들은 완전한 스테레오 오디오로부터 모노 오디오로 전이시킴으로써 페이딩이

나 부분적인 신호 두절의 영향을 줄이고 있다. 부반송파상에서 변조된 스테레오 정보가 베이스밴드에 존재하는 모노 정보

보다는 소정의 품질 레벨로 복조시키는데 보다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경감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베이스밴드를 "취출하여(take out)" 오디오 신호의 수신시 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간의 신호 두절이 존재한다.

시스템(100)은 종래의 아날로그 방송 시스템에서 갭 형태의 중단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계되고, 특히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 시스템에 사용하기가 적합하며, 이 시스템에서 중단은 간헐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수 초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경감을 달성하기 위해, 제 2 신호는 주 무선 신호와 더불어 동시 방송되며, 제 2 신호는 여분의 오디오 내용을 갖는

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 방송 신호에 대해 제 2 신호의 커다란 지연이 부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은 DAB 시스템의 디

지털 처리시에 야기되는 처리 지연보다 훨씬 더 크며, 이 지연은 2초 보다 크며 바람직하게는 3 내지 5초의 범위에 있다.

  따라서, 시스템(100)에서 오디오 소스(110)는 접속선(112)을 통해 송신기 서브시스템(120)에 출력을 제공한다. 송신기

서브시스템(120)은, 오디오 소스 신호를 수신하고 제공된 반송파 신호(162)를 변조하여 출력 증폭기(170) 내지 가산기

(168)에 접속하기 위한 라인(163)상에 변조된 주 방송 신호를 제공하는 변조기(160)를 포함한다. 반송파 신호(162)는 AM

혹은 FM 주파수 대역내의 무선 주파수 신호일 수 있다. 오디오 소스(110)는 또한 지연 회로(116)에 출력(114)을 제공하

며, 지연 회로(116)는 오디오 신호에 적어도 두 개의 제 2 지연을 제공한다. 지연 회로(116)의 출력은 송신기 서브시스템

(120)의 변조기(164)에 접속되어 제 2 반송파 신호(166)를 변조한다. 제 2 반송파 신호(166)는 소정의 방송 신호 스펙트

럼 내의 부반송파일 수 있다. 변조기(164)에 공급되는 오디오 신호는 변조기(160)에 공급되는 신호와 동일하되 그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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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단지 지연되어 있으며, 변조기(164)의 변조된 출력은 접속선(165)에 의해 가산기(168)에 접속된 지연된 여분의 신호

를 제공한다. 변조기(160, 165)의 조합된 출력은 방송 안테나(172)에 연결하기 위한 송신기 서브시스템(120)의 출력 증폭

기(170)에 연결된다.

  수신기 서브시스템(140)은 송신기 안테나(172)로부터 방송되는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142)를 포함한다. 안테나

(142)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수신기 서브시스템(140)의 전단부의 증폭기/동조 회로(144)에 접속된다. 변조된 주 오디오

방송 신호는 접속선(146)에 의해 제 1 복조기(180)에 접속되며, 반면 복조되어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방송 신호는 접속선

(148)에 의해 제 2 복조기(182)에 접속된다. 제 1 복조기(180)는 종래와 같이 오디오 소스 신호를 복구하며, 복구된 신호

를 지연 회로(184)에 연결한다. 지연 회로(184)는 소정의 지연을 복구된 주 오디오 신호에 부가하여 출력 회로(150)에 연

결한다. 지연 회로(184)에 의해 도입된 지연은 지연 회로(116)에 의해 공급된 지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지연 회로

(184)는 주 오디오 신호와 여분의 오디오 신호 간의 시간적 관계를 재정렬하여 두 개의 평행한 통신로의 둘 중의 하나에 다

른 처리 지연이 도입되는지에 따라 지연 회로(116)에 의해 도입되는 것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지연 시간을 도입할 수도 있

다.

  지연 회로(116, 118)에 의해 도입되는 지연은 평행한 방송 경로들의 중단이 실질적으로 무관하도록 충분히 길게 되어야

하며, 그러한 다이버시티 이후의 중단의 확률은 그러한 다이버시티가 없는 중단의 확률의 제곱이 된다. 지연 시간은 심각

한 손상으로 인한 채널 중단의 자기상관 함수를 통해 정량화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상관 함수는 다음의 수학식 1로 표현

된다.

  

수학식 1

R(τ)=E{x(t)·x(t-τ)}

  여기서, x(t)는 채널이 손실될 경우 "1"이 할당되고, 채널이 클리어(clear)될 경우 "0"이 할당되며, τ가 두 개의 신호간의

다이버시티 지연 시간 옵셋이 되도록 채널 손실 확률의 추론 과정으로서 규정된다. 다이버시티가 없는 중단의 확률은 다음

의 수학식 2로 표현된다.

  

수학식 2

p=E{x(t)}

  자기상관 함수는 시간 옵셋의 함수로서 다이버시티 개선 이후의 채널 중단의 확률을 나타낸다. 실제의 관점에서, 다이버

시티 지연 시간 옵셋은 주 신호의 손상 검출과 상기 주 신호로부터 여분의 신호로의 전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

다. 그러나, 다이버시티 지연 시간 옵셋은 수신기 서브시스템을 원하는 채널로 신속히 동조시키기 위해서는 청취자의 안정

도에 손상을 가할 정도로 길어서는 안된다.

  비간섭 조건하에서, 복구된 주 오디오 신호는 지연 회로(184)에서 지연되고, 그 후 합성 회로 서브시스템(135)을 통해 오

디오 출력 회로(150)에 접속된다. 합성 회로 서브시스템(135)은 주 오디오 신호와 여분의 오디오 신호의 조합을 위해 적절

한 가중치를 제공한다. 주 오디오 신호는 합성 제어 회로(190)로부터 접속선(192)을 통해 공급되는 가중치를 위해 지연 회

로(184)로부터 승산기(194)로 접속된다. 승산기(194)로부터, 가중화되고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는, 비간섭 기간 동안 0과

동일한 값을 갖는 가중화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와의 조합을 위해 가산기(200)에 접속된다. 가산기(200)로부터, 신호는 출

력 회로(150)의 출력 증폭기(152)에 접속된다. 출력 증폭기(152)는 스피커(154, 156)를 구동한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주 오디오 신호는 사실상 디지털 방식으로 송신되는 스테레오 오디오 신호일 수 있거나, 종래의 FM 멀티플렉스 방송 수단

으로 송신되는 스테레로 오디오 신호일 수 있다. 그러한 환경하에서, 좌우측의 오디오 채널들은 회로(184)에 의해 지연되

고, 회로(194)에 의해 가중화되고, 가산기(200)에서 적절히 가중화된 여분의 신호와 조합된다. 가산기(200)로부터, 두 개

의 채널은 증폭되어 스피커(154, 156)에 의해 표현되는 바와 같은 출력 회로(150) 내의 적절한 스피커에 접속될 것이다.

  복조기(180)의 회로는 수신된 주 무선 신호의 저하를 검출하는 회로(181)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복조기 회로(180)는

복구된 주 오디오 신호의 품질을 측정하는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측정에는 신호대 잡음비, 신호 전력 레벨, 디지털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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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트 에러 레이트와 주기적 중복성 체크의 결과와 같은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의 결정을 포함한다. 품질 측정 회로

(181)는 선(186)을 통해 합성 제어 회로(190)에 출력 신호를 제공하며, 그 출력은 페이딩 혹은 신호 두절이 검출될 경우

소정의 값 미만으로 된다. 선택적으로, 복조기 회로(182)는 또한 복구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의 품질을 모니터링하여 선

(188)을 통해 출력된 품질 측정 신호를 합성 제어 회로(190)에 제공하는 저하 검출 회로(183)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합성

제어 회로(190)는 선(192)을 통해, 상기 지연되고 복구된 주 오디오 신호를 상기 복구되고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로

대체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가중 계수를 출력한다. 상기 합성 제어 회로 블록(190)으로부터 출력된 가중 계수는 가산기

(196)에 접속되며, 상기 가중 계수는 1로부터 감산되어 복조기 회로(182)로부터 공급되는 복구되고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와 조합될 적절한 가중값을 제공한다. 따라서, 간섭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합성 제어 회로(190)는 1의 가중 계수를 출

력하며, 이 1의 가중 계수는 승산기(198)에서 복구되고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와의 조합을 위해 가산기(196)로부터

"0"의 출력을 제공한다. 가중 계수가 "0"임에 따라, 가산기(200)에서 주 오디오 신호와 혼합되는 여분의 신호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선(186)상에 제공되는 품질 측정 신호가 저하의 검출을 나타낼 경우, 신호 품질은 소정의 임계값 미만으로 되고, 합성 제

어 회로(190)는 가중 함수를 "1"의 값에서 "0"의 값으로 변화시키며, 이 전이는 소정의 시간 동안 원활하게 발생한다. 이

소정의 시간 간격은 대략 0.25 내지 1.5초의 범위 내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전이 동안 주 오디오 신호는 사라지게 되

고, 여분의 신호가 나타나게 되며,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는 전부 남아있는 중단 기간동안 상기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

를 대신하고, 그 후 선(186)을 통한 품질 측정 신호에 응답하여 합성 제어 회로(190)가 "0"에서 "1"로 가중 계수를 전이한

다. "1"에서 "0"으로 그리고 "0"에서 "1"로의 전이는,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임의의 클릭이나 그외 다른 오

디오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 시간 동안 원활하게 행해진다. 사인파 전달 함수는 최대 가중값과 최소 가중값 간의 원활

한 전이를 이루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주 신호가 오디오 출력 회로에 접속되기 전에 회로(184)에 의해 지연됨에 따라,

품질 측정 회로(181)는 사실상 주 통신로의 중단을 예측한다. 그러한 중단의 검출시, 여분의 오디오 신호에서의 합성에 수

초의 시간이 이용될 수 있다.

  도 2(a)를 참조하면, 송신된 주 오디오 신호 및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나타내는 타이밍도가 도시된다. 주 오디오 신호

(210)와 여분의 오디오 신호(220)는 시간과 관련하여 도시된다. 여분의 오디오 신호는 주 오디오 신호와 동일하지만 지연

되어 있으며, 지연 시간 간격(212)을 나타내는 수직 참조 선(213, 215)으로 도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 지연 간격

(212)은 2.0초보다 긴 시간 간격이다.

  도 2(b)를 참조하면, 주 오디오 신호(210)와 여분의 지연된 오디오 신호(220)가 도시되는데, 시간 세그먼트(230)는 충분

한 간섭 혹은 페이딩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신호 두절로 간주된다. 주 오디오 신호(210)와 관련한 여분의 오디오 신호

(220)의 시간 다이버시티 지연으로 인해, 신호 두절 시간 간격(230) 내의 주 신호(210) 부분은 여분의 오디오 신호(220)의

오디오 세그먼트(240)에 대응한다. 주 오디오 신호(210)가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리될 경우, 블록으로 도시된 신

호 시간 세그먼트(23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연 회로(184)에 의해 설정되는 시간 지연에 후속하여 사용자에게 청취될 것

이다. 그러나, 합성 회로(135)가 신호 두절의 검출에 응답함에 따라, 여분의 오디오 신호(220)의 시간 세그먼트(240)는 주

오디오 신호와 함께 합성되어 합성 오디오 신호(225)를 형성하며, 여기서 오디오 신호는 시간 세그먼트(240) 동안을 제외

하고는 주 오디오 신호(210)에 의해 형성되며, 여분의 오디오 신호(220)로 대체된다.

  시스템(100)에 대한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은 IBOC DAB이며, 여기서 95개의 직교 주파수 분할 변조 부반송파상에서 변

조된 인밴드 디지털 오디오 방송 신호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FM 변조 반송파 상에 위치한다. 도 3은 FM 변조

방송 신호(241)와 IBOC DAB 신호(242, 244)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나타낸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 신호의 95개 부반송

파는 FM 중심 주파수로부터 상측 대역 및 하측 대역으로 130kHz 내지 199kHz로 이격된 스펙트럼을 동작시킨다.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경우, 도 1의 블록도는 도 4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인코딩 및 디코딩을 제공하도록 변경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디오 소스(11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연 회로(116)에 접속된 선(114)을 통해 변조기(164)

에 오디오 신호를 제공한다. 이러한 버전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 시스템에서, 여분의 오디오 신호는 필요한 경우 손상된 디

지털 데이터를 대신하기 위해 디지털 오디오 수신기에서 사용되도록 지연되는 FM 변조 신호이다. 선(112)을 통해 제공되

는 주 오디오 신호는 디지털 인코더(122)에 접속된다. 사용된 특정 디지털 인코딩 및 압축 기법은 본 명세서에 개시되고 있

는 본 발명의 사상에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인터리빙(interleaving), 콘볼루션 코딩 및 포워드 에러 정정 기법과 같은 종래의

디지털 송신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선(124)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인코딩 신호는 변조기(160)에 접속되며, 여기서

소정의 비트 수는 각각의 부반송파상에서 변조된다.

  수신기단에서, 지연된 종래의 FM 멀티플렉스 스테레오 방송 신호인 수신된 여분의 무선 신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처리된

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오디오 신호는 복조기(180)에 접속되며,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지연 회로(184)에 접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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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디지털 디코더(185)에 접속된다. 디지털 디코더(185)는 디인터리버(de-interleaver) 뿐만 아니라 포워드 에러 정정

디코더도 포함할 수 있다. 디지털 디코더 블록(185) 내에 에러 정정 및 검출을 포함할 수 있는 디코딩에 이어서, 신호는 디

지털 아날로그 변환기(187)에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된다. 여기서, 신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처리된다.

  주 오디오 신호 경로와 여분의 오디오 신호 경로의 각각의 시간 지연은 합성 회로 서브시스템(135)에 제각기 접속되기 이

전에 동등하게 발생되고, IBOC DAB 시스템의 디지털 처리 회로가 소정의 지연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되기 때문

에, 여분의 신호 경로에서의 지연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디오 소스

(110)로부터의 오디오 신호는 접속선(112)에 의해 디지털 인코더(122)에 접속되며, 여기서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접속선

(124)에 의해 변조기(160)에 접속된다. 그러나, 지연 회로(116)를 거쳐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변조기(164)에 직접 연결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 5의 회로는 접속선(125)에 의해 디지털 디코더(126)에 디지털화된 오디오 신호를 접속한다.

디지털 디코더(126)는 주 오디오 신호용으로 사용된 디코더(185)와 동일한 디코딩 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 6의 블록

(187)으로 도시되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분의 오디오 신호는 주 오디오 신호와 동일한

처리 지연을 가지며, 이 지연은 다음에 지연 회로(116, 184)에서 해명될 필요는 없다. 상기 처리 지연의 불변은, 이러한 것

은 지연 회로(184)에 의해 가산되는 지연을 감소시킨 후, 주 오디오 신호를 여분의 오디오 신호와 시간적 정렬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여분의 오디오 소스를 제공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은 도 7에 도시된 신호 스펙트럼으로 도시된다. 특정 FM 채널에 대해,

신호 스펙트럼(246, 248)은 각각의 FM 스테레오 좌측+우측(L+R) 및 좌측-우측(L-R)에 대한 각각의 신호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 스펙트럼으로부터 변위되어 있는 것은 보조 통신 인증(subsidiary communications authorization; SCA) 신

호의 신호 스펙트럼이며, 여기서 상기 부반송파는 주 무선 신호와 같이 DAB 신호를 통해 변조된다. SCA 신호 스펙트럼은

FM 중심 주파수로부터 53kHz 이격되어 있다. IBOC DAB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스테레오 방송은 소정의 지연

후에 송신되는 여분의 오디오 정보를 형성하도록 사용되어,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형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시간 다이버시티 방안은 비 IBOC DAB 시스템에도 또한 적용될 수도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

지털 방송 스펙트럼이 종래의 아날로그 FM 방송국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되는 디지털 전용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레

이트 주 DAB 신호 스펙트럼(254)에는 그로부터 변위되어 있는 별도 여분의 낮은 데이터 레이트의 신호 스펙트럼(256)이

제공된다. 여분의 DAB 신호는, 아날로그 FM이 디지털 신호에 대해 시간 지연되는 IBOC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주 DAB

신호에 대해 시간 지연된다. 여기서, 디지털 여분의 신호는 주 디지털 신호에 대해 시간 지연된다. 두 신호는 가령, 인코딩,

인터리빙, 디인터리빙, 포워드 에러 정정 디코딩 및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을 위한 처리 지연을 겪게 된다. 또한, 충분한 시

간 다이버시티를 제공하여 두 개의 평행한 전송로 간의 원하는 비상관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2.0 내지 5.0 초 범위의

지연이 부가된다. 여분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짧은 기간 동안 단지 주기적으로만 사용됨에 따라, 충실도와 데이터 레이

트간에 경제적인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취자는 여분의 합성 기간 동안 오디오 품질에서의 일시적인 열화를

검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주 데이터 신호와 여분의 데이터 신호 간의 전이 시에 중단이나 임의의 원하지 않는 음향 결함

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되는 시간 다이버시티 방안에 대한 또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종래의 FM 방송을 위한 중단

의 저항을 개선시키고 있다. 그러한 방안에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방송 스펙트럼은 종래의 스테레로 신호 스펙트럼

(246, 248)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반송하는 SCA 신호 스펙트럼(250)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안에

서, FM 스테레로 방송은 주 오디오 신호이며, 지연되지 않고 송신되지만, SCA 부반송파를 통해 변조되는 여분의 정보는

대략 2.0 내지 5.0 초의 범위 내의 시간 기간만큼 지연될 것이다.

  주 오디오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방송되는지 디지털 신호로 방송되는지에 상관없이, 중단을 경감시키는 해결책은 두

개의 송신 채널이 페이딩이나 중단에 대해 통계적으로 상관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만큼 주 신호에 대해 지연된 여분의 신

호를 방송하는 것이다. 지연 시간 기간에 관한 하나의 제한은 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의 동조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지연 시간의 제한과 더불어, 동조 기간 동안 여분의 신호로 대체하게 되면 그 제한은 극복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분의 오디오 신호가 경감 처리 동안 주 신호를 대신하는 방안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100)은 여분의 신

호가 오디오 출력 회로의 입력 내로 합성되는 원활한 전이를 제공하는 반면 "곧 저하될" 주 신호는 합성 출력으로 제공한

다. 주 오디오 신호가 2.0초보다 긴 시간 간격동안 지연됨에 따라, 시스템(100)은 주 신호의 페이딩이나 신호 두절을 청취

자가 청취하기 오래전에 검출하여 여분의 신호에 원활하고 비교적 완만한 전이 시간을 제공한다. 그러한 대체가 짧은 시간

동안 중단됨에 따라, 여분의 신호의 품질은 주 신호의 레벨과 동일한 레벨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IBOC DAB 시스템의 경

우, 여분의 신호는 하나 이상의 SCA 부반송파 혹은 다른 특정하게 배정된 부반송파 상에서 변조된, 보다 낮은 품질의 종래

FM 방송 신호이거나 보다 낮은 데이터 레이트의 디지털 신호일 수 있다. 종래의 아날로그 FM 방송 신호의 경우, 그러한

것은 SCA 부반송파 상에서 변조되는 여분의 아날로그 신호와 함께 백업될 수 있다. 비록 전술한 것이 FM 신호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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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송과 관련하고 있지만, 시간 다이버시티 및 합성 기능들은 AM 밴드의 전송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종래

의 아날로그 AM 방송이 동일한 오디오 재료의 디지털 방송을 위한 여분의 오디오 신호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 AM 밴드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에 적용될 수도 있다.

  오디오 무선 방송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단계가 수행된다.

  오디오 신호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주파수 신호를 변조하는데 제공 및 사용된다. 방송이 디지털 무선 방송용으로 사용될

경우, 변조 단계는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적으로 인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할 것이다. 디지털이나 오디오에 상관없이 상기 신

호는 주 오디오 신호로서 간주될 것이다.

  제 1 시간 지연은 또한 오디오 신호에 부가되어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형성한다.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는 아

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이며, 만약 디지털 신호가 사용된다면 주 오디오 신호보다는 낮은 데이터 레이트일 수 있다. 제 1

무선 주파수 신호의 부반송파일 수 있는 제 2 무선 주파수 신호는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로 변조된다. 변조된 주 오디

오 신호와 변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는 수신되고, 각각의 오디오 신호는 그들로부터 복구된다.

  품질 측정은 주 오디오 신호 정보를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무선 신호로 이루진다. 품질 측정은 신호대 잡음비, 비트 에

러 레이트, 신호 전력 레벨 및 주기적 중복성 체크와 같은 파라미터의 측정을 포함한다.

  제 2 소정 시간 지연은 복구된 주 오디오 신호에 부가되어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며, 제 2 소정의 시간 지연은

주 오디오 신호와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시간적 정렬하기 위해 상기 제 1 소정 시간 지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시간 지연은 대략 2.0 내지 5.0 초 범위 내의 시간 간격으로부터 선택된다.

  제 1 가중 계수는, 품질 측정값이 적어도 소정의 임계값만큼 클 경우 1.0과 동일하도록 설정되며, 품질 측정값이 소정의

임계값 미만인 경우 신호의 페이딩이나 두절을 나타내는 0.0으로 소정 시간 간격동안 원활하게 전이하도록 설정된다.

  제 2 가중 계수는, 품질 측정값이 적어도 소정의 임계값만큼 클 경우 0.0과 동일하도록 설정되며, 품질 측정값이 소정의

임계값 미만인 경우 소정 시간 간격동안 1.0으로 원활하게 전이하도록 설정된다. 제 1 가중 계수와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

는 조합되며, 제 2 가중 계수는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와 함께 조합된다.

  가중화되고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는 가중화되고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와 함께 조합되어 합성 오디오 신호를 형성

한다.

  최종적으로, 합성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 출력 회로에 접속된다.

  특히, 전술한 방법은, 오디오 소스 신호가 무선 주파수 신호를 변조하기 위해 사용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인

코딩되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 방송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무선 주파수 신호는 대략 130 내지 199 kHz의 범위 내에

서 FM 방송 신호 스펙트럼의 중심 주파수로부터 이격되는 하나 이상의 부반송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제 2 무선 주파수 신

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연될 수도 있는 종래의 아날로그 FM 멀티플렉스 스테레오 방송 신호 스펙트럼의 하나의 부반송

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여분의 오디오 정보는 FM 방송 신호 스펙트럼의 SCA 부반송파 상에서 변조되거나,

또는 이와 달리, 주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주 디지털 오디오 방송 혹은 종래의 아날로그 FM 오디오 방송을 위한 여분의 신

호로서 SCA 신호 스펙트럼 내의 하나 이상의 무선 주파수 신호 상에서 변조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전술한 것 이외의 다른 변형예들이 본 발명의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원 발명의 사상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등한 소자가 특정하게 도시 및 기술된 것을 대신

할 수도 있고, 소정의 특징들이 다른 특징들과는 무관하게 사용될 수도 있으며, 특정 위치의 소자들이 반전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디오 무선 방송 시스템(audio radio broadcast system)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시스템에 있어서,

  오디오 신호의 소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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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오디오 소스에 접속된 제 1 입력을 가지며, 적어도 하나의 제 1 반송파 신호와 상기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여 주

(primary) 무선 신호를 방송하기 위한 송신기 수단과,

  상기 오디오 소스에 접속된 입력을 가지며, 상기 오디오 신호에 제 1 소정 시간 지연을 부가하여 출력에서 지연된 여분의

(redundant)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제 1 지연 수단―상기 출력은 적어도 하나의 제 2 반송파 신호와 상기 지연된 여분의

무선 신호를 변조하여 상기 주 무선 신호와 동시에 지연된 무선 신호를 방송하는 상기 송신기 수단의 제 2 입력에 접속됨―

과,

  상기 주 무선 신호와 상기 지연된 여분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주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제 1 출력에 상기 오디오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지연된 여분의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제 2 출력에 상기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수

신기 수단―상기 수신된 주 무선 신호의 저하를 검출하여 제 3 출력에 품질 측정 신호를 제공하는 저하 검출 수단을 포함함

―과,

  상기 수신기 수단의 상기 제 1 출력에 접속된 입력을 가지며, 상기 오디오 신호에 제 2 소정 시간 지연을 부가하여 출력에

서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제 2 지연 수단―상기 제 2 소정 시간 지연은 상기 제 1 소정 시간 지연과 실질적으로

동일함―과,

  상기 제 2 지연 수단의 출력에 접속된 제 1 입력과, 상기 수신기 수단의 상기 제 2 및 제 3 출력에 각각 접속된 제 2 및 제

3 입력을 가지며, 제 1 가중 계수(weighting factor)와 상기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를 합성하고, 제 2 가중 계수와 상기 지

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합성하고, 상기 가중화되고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와 상기 가중화되고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합성하여, 합성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합성 수단―상기 제 1 가중 계수는 소정의 임계값 미만의 상기 품질 측정

신호에 응답하여 제 1 값과 제 2 값 사이에서 원활하게 전이되며, 상기 제 2 가중 계수는 상기 소정 임계값 미만의 상기 품

질 측정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값과 제 1 값 사이에서 원활하게 전이됨―과,

  상기 합성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합성 오디오 신호를 청각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출력 수단을 포함하는

  오디오 무선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등록특허 10-0508577

- 9 -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가중 계수는 상기 소정 임계값 미만의 상기 품질 측정 신호에 응답하여 1.0과 0.0 사이에서 원활하게 전이하

며, 상기 제 2 가중 계수는 상기 소정 임계값 미만의 상기 품질 측정 신호에 응답하여 0.0과 1.0 사이에서 원활하게 전이하

는 오디오 무선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12.

  오디오 무선 방송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a) 오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b) 적어도 하나의 제 1 무선 주파수 신호와 상기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를 제 1 무선 신호로서 송신

하는 단계와,

  (c) 상기 오디오 신호에 제 1 소정 시간 지연을 부가하여,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와,

  (d) 적어도 하나의 제 2 무선 주파수 신호와 상기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변조하여, 상기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

호를 제 2 무선 신호로서 송신하는 단계와,

  (e) 상기 제 1 및 제 2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오디오 신호 및 상기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복구하는 단계와,

  (f) 적어도 상기 수신된 제 1 무선 신호의 품질 측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g) 상기 복구된 오디오 신호에 상기 제 1 소정 시간 지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 2 소정 시간 지연을 부가하여,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와,

  (h) 제 1 가중 계수를 설정하는 단계―상기 제 1 가중 계수는, 상기 품질 측정값이 적어도 소정의 임계값만큼 클 경우 1.0

과 동일하고, 상기 품질 측정값이 상기 소정의 임계값 미만인 경우 소정 시간 기간 동안 0.0으로 원활하게 전이됨―와,

  (i) 제 2 가중 계수를 설정하는 단계―상기 제 2 가중 계수는, 상기 품질 측정값이 적어도 상기 소정의 임계값만큼 클 경우

0.0과 동일하고, 상기 품질 측정값이 상기 소정의 임계값 미만인 경우 상기 소정 시간 기간 동안 1.0으로 원활하게 전이됨

―와,

  (j) 상기 제 1 가중 계수와 상기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를 조합하고, 상기 제 2 가중 계수와 상기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

호를 조합하는 단계와,

  (k) 상기 가중화되고 지연된 주 오디오 신호와 상기 가중화되고 지연된 여분의 오디오 신호를 조합하여, 합성 오디오 신

호를 형성하는 단계와,

  (l) 오디오 출력 회로를 제공하고, 그 회로에 상기 합성 오디오 신호를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디오 무선 방송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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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품질 측정을 수행하는 단계는 신호대 잡음비, 비트 에러 레이트, 신호 전력 레벨 및 주기적 중복성 체크로 이루어지

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디오 무선 방송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

시키는 방법.

청구항 20.

  인밴드 온채널(in-band on-channel) 오디오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채널은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조된 적어도 하나의 반송파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표식(digital

representation)으로 변조된 다수의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a)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반송파 신호의 변조 이전에,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상기 디지털 표식에 대하여 지연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에 소정의 제 1 시간 지연을 부가하는 단계와,

  (b) 상기 지연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상기 디지털 표식을 복구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변조된 반송파 신호와 상기 변조된 부반송파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제공하는 단계와,

  (c)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상기 디지털 표식에서 소정의 저하 레벨을 검출하는 단계와,

  (d)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상기 디지털 표식에 소정의 제 2 시간 지연을 부가하고, 상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상기 지연된 디지털 표식을 변환함으로써, 주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와,

  (e) 상기 소정 레벨의 저하가 검출될 경우, 상기 주 오디오 신호를 상기 지연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오디오 방송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중단을 경감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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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인밴드 온채널 방송 방법에 있어서,

  방송될 제 1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방송될 제 2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하나에 대해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다른 하나를 지연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하나로 제 1 반송파를 변조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반송파에 대해 상측 및 하측 측대역(sideband)에 위치한 다수의 부반송파를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다

른 하나로 직교 주파수 분할 변조(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odulating)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반송파와 상기 다수의 부반송파를 조합하여, 합성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합성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송 방법.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인밴드 온채널 방송 송신기에 있어서,

  방송될 제 1 신호를 제공하는 수단과,

  방송될 제 2 신호를 제공하는 수단과,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하나에 대해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다른 하나를 지연시키는 수단과,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하나로 제 1 반송파를 변조하는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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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1 반송파에 대해 상측 및 하측 측대역에 위치한 다수의 부반송파를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다른 하나로

직교 주파수 분할 변조하는 수단과,

  상기 제 1 반송파와 상기 다수의 부반송파를 조합하여, 합성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합성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송 송신기.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제 1 신호에 의해 변조되는 제 1 반송파와, 방송될 상기 제 1 반송파에 대해 상측 및 하측 측대역에 위치하며 제 2 신호에

의해 직교 주파수 분할 변조되는 다수의 부반송파를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하나는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중 다른 하나에 대해 지연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제 1 반송파를 복조하여 제 1 복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부반송파를 복조하여 제 2 복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에 대해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다른 하나를 지연시키는 단계와,

  사용될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선택된 하나에 응답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송 신호 수신 방법.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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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제 33 항에 있어서,

  사용될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신호대 잡음비, 비트 에러 레이트, 신호 전력 레벨 및 주기적 중복성 체크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의 파라미터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의 저하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

송 신호 수신 방법.

청구항 40.

  제 33 항에 있어서,

  사용될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신호를 나타내는 품질 측정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품질 측정값이 소정의 임계값 미만인 경우 제 1 가중 계수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품질 측정값이 상기 소정의 임계값 미만인 경우 제 2 가중 계수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가중 계수와 상기 제 1 신호를 조합하고, 상기 제 2 가중 계수와 상기 제 2 신호를 조합하는 단계와,

  상기 가중화된 제 1 신호와 상기 가중화된 제 2 신호를 조합하여 합성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합성 오디오 신호를 출력에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송 신호 수신 방법.

청구항 41.

  제 1 신호에 의해 변조되는 제 1 반송파와, 방송될 상기 제 1 반송파에 대해 상측 및 하측 측대역에 위치하며 제 2 신호에

의해 직교 주파수 분할 변조되는 다수의 부반송파를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와 제 2 신호 중 하나는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중 다른 하나에 대해 지연되며,

  상기 수신기는,

  상기 제 1 반송파를 복조하여 제 1 복조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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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다수의 부반송파를 복조하여 제 2 복조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에 대해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다른 하나를 지연시키는 수단과,

  사용될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선택된 하나에 응답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송 신호 수신기.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제 41 항에 있어서,

  사용될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은,

  신호대 잡음비, 비트 에러 레이트, 신호 전력 레벨 및 주기적 중복성 체크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의 파라미터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의 저하를 검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

송 신호 수신기.

청구항 48.

  제 41 항에 있어서,

  사용될 상기 제 1 및 제 2 복조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제 1 신호를 나타내는 품질 측정 신호를 제공하는 수단과,

  상기 품질 측정값이 소정의 임계값 미만인 경우 제 1 가중 계수를 설정하는 수단과,

  상기 품질 측정값이 상기 소정의 임계값 미만인 경우 제 2 가중 계수를 설정하는 수단과,

  상기 제 1 가중 계수와 상기 제 1 신호를 조합하고, 상기 제 2 가중 계수와 상기 제 2 신호를 조합하는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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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가중화된 제 1 신호와 상기 가중화된 제 2 신호를 조합하여 합성 오디오 신호를 형성하는 수단과,

  상기 합성 오디오 신호를 출력에 접속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인밴드 온채널 방송 신호 수신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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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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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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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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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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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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