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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은, 송신측과 수신측의 동기를 위한 동기정보인 의사잡음열정보를 단일반송파

방식의 전송신호에 삽입하여 전송하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입력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비트 에러를 

보정하는 에러보정부, 에러보정부에 의해 보정된 데이터 스트림을 복수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영역구분부, 및 영역구

분부에 의해 구분된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에 의사잡음열정보를 삽입하여 멀티플렉싱하는 먹스를 포함한다. 이로써,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은 채널이 자주 변화되는 동적환경변화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데이터 스트림, FEC, 단일반송파, ATSC, CDTB-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ATSC 표준방식에 의한 디지털방송 전송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도 1에 의한 전송신호의 세그먼트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1에 의한 전송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CDTB-T 표준에 따른 전송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시계열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방송 전송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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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5에 의한 디지털방송 전송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그리고

도 7은 도 5에 의한 전송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100 : 스크램블러 20, 110 : FEC부

30, 130 : 먹스 120 : 영역구분부

121 : 카운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 및 그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동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

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 및 그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신과 컴퓨터 및 방송이 융합되어 멀티미디어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을 디지털화하

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위성을 통한 디지털 방송을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방송을 위한 표준 방식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표준 방식은 나라마도 조금씩 다르게 구성된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FCC)는 1996년 12월 24일, ATSC (Advanced T

elevision Systems Committee)의 디지털 TV 표준(Digital Television Standard)을 차세대 TV 방송의 표준으로 승

인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ATSC 표준에 규정된 비디오 및 오디오 압축, 패킷 데이터 전송구조, 변조 및 전송 시스템

에 대한 규격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다만 비디오 포맷에 대한 규격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ATSC 표준에 따르면, 비디오 압축방식은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2 비디오(ISO/IEC IS 13818-2)

표준방식을 채택한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디지털 방송이 이를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오디오 압축방식은 Dolby사에 

의해 제안 된 디지털 오디오 압축(Digital Audio Compression)(AC-3) 표준방식을 채택한다. 다중화 방식은 MPEG-

2 시스템(ISO/IEC IS 13818-1) 표준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은 비디오 압축방식과 마찬가지로 유럽 방식에서도 사

용되고 있다. 변조 및 전송방식은 8-VSB(Vestigial Side Band) 방식을 채택한다. VSB 방식은 디지털 TV 방송을 위

해 제안된 것으로서 6MHz의 대역을 사용하여 19.39 Mbps의 데이터 전송율을 얻을 수 있어 대역효율이 높으며 구조

가 간단하다. 또한, 기존의 NTSC(National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 방송 채널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파일럿 신호, 세그먼트 동기신호, 필드 동기신호

등을 사용한다. 또한, 에러 방지를 위해 리드-솔로몬(Reed-Solomon : RS) 부호와 트렐리스(Trellis) 부호를 사용한

다.

ATSC 디지털 TV 표준은 단일반송파 진폭변조 잔류측파대 방식(VSB)을 사용하 여 6MHz 대역폭으로 고품질의 비

디오, 오디오 및 보조 데이터를 전송하며 두가지 방송모드 즉, 동시지상파 방송모드와 고속 데이터율 케이블 방송모

드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아날로그 VSB 방식을 변형하여 디지털 신호의 변조가 가

능하도록 8-VSB 변조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도 1은 ATSC 표준방식에 의한 디지털방송 전송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디지털 

방송 시스템은, 스크램블러(10), FEC(Forward Error Correction)부(20), 먹스(mux)(30), 파일럿 삽입부(40), 변조

부(50), 및 RF 컨버터(60)를 구비한다. 또한, FEC부(20)는 RS인코더(Reed-Solomon enconder)(21), 인터리버(inte

rleaver)(23), 및 트렐리스 인코더(trellis encoder)(25)를 구비한다.

스크램블러(10)는 데이터 랜더마이저(data randomizer)라고도 하며, 동기식 데이터 전송에서 00000000b 또는 111

11111b 등과 같이 같은 숫자가 반복되어 동기 신호를 상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송되는 데이터 신호를 랜

덤화한다. 스크램블러(10)는 데이터 신호의 각 바이트 값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 바꾸며, 이 과정은 수신기에서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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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어 정확한 값을 복원된다.

RS인코더(21)는 입력 데이터 스트림에 부가되는 FEC 구조이다. FEC는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트 에러를 보정하

는 기술을 말한다. 대기중의 노이즈, 다중경로 전파, 신호 페이딩과 송신기의 비직선성은 모두 비트 에러발생 요인이 

되며, RS인코더(21)는 MPEG-II 전송 스트림의 경우, 187바이트 후미에 20개의 바이트를 추가한다. 추가되는 20개

의 바이트를 리드 솔로몬 패리티 바이트라고 한다. 수신기에서는 수신된 187바이트를 20패리티 바이트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판별한다. 정확성 판별에 의해 에러가 검출되면, 수신기는 에러의 위치를 찾아내어 왜곡된 바이트를 수정해

서 원래의 신호로 복구한다. 이 방법으로 스트림당 10바이트의 에러까지 복구가능하다. 그 이상의 에러는 복구 불가

능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의 스트림은 폐기처분된다.

인터리버(23)는 데이터 스트림의 순서를 교란하여 전송신호를 간섭에 강(둔감)하도록 시간축상에서 데이터를 분산시

킨다. 전송신호의 분산에 의해 신호 대역의 어떤 부분에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그 외의 대역에 있는 신호는 보존된

다. 수신기는 이 과정을 역으로 처리하며, 분산된 전송신호를 다시 정확한 값으로 복원한 다.

트렐리스 인코더(25)는 RS인코더(21)와는 다른 형태의 FEC 구조를 이룬다. MPEG-II전체 스트림을 다루는 RS인코

더(21)와 달리, 트렐리스 인코더(25)는 시간의 영향을 고려하여 인코딩하며, 이러한 과정을 중첩부호화(Convolution

al Code)라고도 한다. 트렐리스 인코더(25)는 8비트 바이트를 4개의 2비트 워드로 분할한다. 여기서, 2비트 워드는 

이전의 워드와 비교되며, 3비트 2진 코드가 이전 워드에서 현재 워드로의 변화를 기술할 목적으로 발생된다. 이 3비

트 코드가 원래의 2비트 워드를 대체하여 8-VSB의 여덟 레벨 심볼로 전송된다(3비트 = 8레벨). 이로써, 트렐리스 인

코더(25)로 입력된 2비트 워드는 3비트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이러한 이유로 8-VSB시스템을 2/3레이트 코더(r

ate coder)라 부르기도 한다. 트렐리스 코딩의 강점은 시간에 따른 신호의 경과를 추적하여 오류 정보를 제거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트렐리스 인코더(25)에 의한 트렐리스 코딩 후, 먹스(30)는 전송신호에 세그먼트 싱크 및 프레임 싱크를 삽입한다. 파

일럿 삽입부(40)는 세그먼트 싱크 및 프레임 싱크가 삽입된 전송신호에 ATSC 파일럿(PILOT : Programmed Inquir

y Learning Or Teaching)을 삽입한다. 여기서, 변조 직전에 약간의 DC편이(1.25V)가 8-VSB기저대역 신호에 인가

되는데, 이 경우 약간의 잔류 반송파가 변조된 스펙트럼의 제로 주파수 포인트에 나타난다. 이 발생된 잔류 반송파를 

ATSC 파일럿이라고 한다.

변조부(50)는 파일럿 삽입부(40)로부터 수신된 전송신호를 8-VSB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변조시킨다. RF컨버터(60)

는 변조된 전송신호를 RF(Radio Frequency : 무 선 주파수)변환시키며, 변환된 전송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출한다.

ATSC 데이터 세그멘트는 원래의 MPEG-II 데이터 스트림 187바이트+20바이트로 구성된다. 트렐리스 코딩후 207

바이트의 세그멘트는 828개(=207×4), 8레벨 심볼 스트림으로 바뀐다.

세그멘트 동기신호는 데이터세그멘트의 머리에 부가되는 반복형태의 4개의 심볼(1바이트) 펄스로서 원래의 MPEG-I

I 전송 스트림의 동기 바이트를 대체한다. 수신기는 완전히 랜덤한 여타 데이터에서 반복형태를 지닌 세그멘트 동기

신호를 식별하는 것이 용이하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노이즈와 간섭레벨에서도 클럭의 정확한 복원이 가

능하다. 세그먼트 동기신호(segment sync : 세그먼트 싱크)가 부여된 전송신호의 세그먼트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다. 즉, 전송신호의 세그먼트는 4개의 심볼로 구성된 세그먼트 동기신호, 63개의 심볼로 구성된 의사잡음열(Pseudo 

Noise sequence : PN)정보 세개, 24개의 심볼로 구성된 전송모드, 예약된 92개의 심볼, 및 12개의 프리코드(precod

e) 심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의사잡음열은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에서 전송신호의 동기 및 채널을 예측하기 위한 

동기정보열이다. 의사잡음열은 PN정보발생부(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발생되며, 먹스(30)에 의해 전송신호에 삽입된

다.

도 3은 ATSC 표준에 따른 전송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ATSC 데이터의 필드는 31

3개의 연속된 데이터 세그먼트로 구성되며, ATSC 필드 동기(field sync)는 필드 데이터 세그멘트가 된다. ATSC 데

이터 프레임은 두 개의 ATSC 데이터 필드로 구성된다.

ATSC 데이터 필드의 반복주기는 24.2msec이며 NTSC의 수직귀선기간(Vertical Interval)과 유사(NTSC 주기=16.

7msec)하다. 필드 동기는 잘 알려진 데이터 심볼 패턴을 갖고 있으며 수신기에서 고스트제거에 사용된다. 이 과정은 

에러가 포함된 수신신호를 필드 동기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 결과 나타나는 에러 벡터를 이용하여 고스트제

거 등화기의 특성을 조정한다.

최근에, 중국의 광파과학연구원(The Academy of Broadcasting Science : ABS)는 중국 내의 독자적인 디지털 방송

을 위한 CDTB-T(Chinese Digital Television Broadcasting-Terrestrial) 표준을 제안하였다. CDTB-T 표준은 미

국의 ATSC 표준방식과 마찬가지로 단일반송파 방식이며, QAM 변조방식 및 QPSK 변조방식을 사용한다. 즉, CDTB

-T 표준은 모바일모드와 픽스모드에 대해 변조방식을 달리하며, 모바일모드에 대해 QPSK 변조방식을 사용하고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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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드에 대하여는 16QAM 변조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픽스모드 중 고용량의 데이터에 대하여는 64QAM 또는 256

QAM 변조방식을 사용한다.

도 4는 CDTB-T 표준에 따른 전송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CDTB-T 

표준에 따른 전송신호의 프레임은 프레임 싱크, 패이로드 1, 훈련심볼, 패이로드 2, 및 테일심볼(tail symbol) 순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프레임 싱크는 511개의 심볼로 구성된 의사잡음열정보 세 개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후, 컨트롤비트

(control bits) 및 여유비트(remaining bits)가 이어지는 구조를 이룬다. 연속적으로 이어진 세 개의 의사잡음열정보

를 훈련심볼이라고 한다. 여기서, 컨트롤비트는, 데이터 통신에서 자료 전송을 위하여 통신 회선을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비트들 중에서 패리티, 시작, 종료 비트 등과 같이 제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트들을 지칭한다.

여유비트는, 시간축의 변환, 비트 레이트 압축, 오류 정정 등을 위한 영역이다. 패이로드는 상위 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위한 영역이다. 테일심볼 영역은 전송하기 위한 부가정보를 위한 영역이며, 프레임의 마지막 노드에 구비되기 때문에

테일심볼 영역이라고 한다.

CDTB-T 표준에 따른 전송신호의 프레임 구조는 프레임 싱크부에 의사잡음열정보가 세 개 삽입되고, 패이로드 1이 

삽입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나의 프레임 내에 훈련심볼이 두 번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프레임 구조는, 첫 

번째 훈련심볼과 두 번째 훈련심볼 간의 주기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동적인 환경에서는 채널의 변화를 적절히 따라

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동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용이한 단일반송파 전송시

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은, 송신측과 수신측의 동기를 위한 동기정보인 

의사잡음열정보를 단일반송파 방식의 전송신호에 삽입하여 전송하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입력된 데이

터 스트림에 대한 비트 에러를 보정하는 에러보정부, 상기 에러보정부에 의해 보정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복수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영역구분부, 및 상기 영역구분부에 의 해 구분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에 상기 의사잡음열정

보를 삽입하여 멀티플렉싱하는 먹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영역구분부는, 보정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

의 심볼의 갯수를 카운팅하는 카운터를 포함하며, 상기 영역구분부는 상기 카운터에 의한 카운팅값이 소정치에 달하

면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구분한다. 여기서, 상기 영역구분부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상

기 먹스는 상기 영역구분부에 의해 구분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에 설정된 갯수에 해당되는 상기 의사잡음열정

보의 심볼을 삽입한다. 이 경우, 상기 먹스는 255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 한개와 256개의 심볼을 가

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 한개를 삽입한다. 또는, 상기 먹스는 255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 두개를 

삽입한다. 이와 같은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은, 중국향 단일반송파 방식의 CDTB-T 표준에 적용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은, 송신측과 수신측의 동기를 위한 동기정보인 의사잡음열정보를 단일

반송파 방식의 전송신호에 삽입하여 전송하는 단일반송파 전송방법에 있어서, 입력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비트 에

러를 보정하는 단계, 상기 에러보정부에 의해 보정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소정 영역으로 구분하는 단계, 및 상기 영

역구분부에 의해 구분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에 상기 의사잡음열정보를 삽입하여 멀티플렉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방송 전송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디지털방송 전송

시스템은, 스크램블러(100), FEC부(110), 영역구분부(120), 먹스(130), 파일럿 삽입부(140), 변조부(150), 및 RF 컨

버터(160)를 구비한다. 또한, FEC부(110)는 RS인코더(Reed-Solomon enconder)(111), 인터리버(interleaver)(113

), 및 트렐리스 인코더(trellis encoder)(115)를 구비한다. 영역구분부(120)는 카운터(121)를 구비한다.

도 6은 도 5에 의한 디지털방송 전송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단일반송파 전송시

스템의 작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스크램블러(100)는 동기식 데이터 전송에서 00000000b 또는 11111111b 등과 같이 같은 숫자가 반복되어 동기 신

호를 상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송되는 데이터 신호를 랜덤화한다. 스크램블러(100)는 데이터 신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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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 값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 바꾸며, 이 과정은 수신기에서 역으로 처리되어 정확한 값을 복원된다.

FEC부(110)는 입력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비트에러를 보정한다(S601). 여기서, FEC부(110)에 구비된 RS인코더(

Reed-Solomon enconder)(111), 인터리버(interleaver)(113), 및 트렐리스 인코더(115)는 ATSC 표준방식에 의한 

디지털방송 전송시스템에 구비된 동일 요소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영역구분부(120)는 FEC부(110)에 의해 보정된 데이터 스트림을 검색한다. 이때, 영역구분부(120)의 카운터(121)는 

보정된 데이터 스트림의 심볼의 갯수를 카운팅한다(S603).

영역구분부(120)는 카운터(121)에 의한 카운팅값에 기초하여 데이터 스트림을 복수의 영역으로 구분한다(S605). 여

기서, 영역구분부(120)는 구분된 데이터 스트림의 각 영역별로 기 설정된 설정치를 저장하고 있다. 영역구분부(120)

는 카운터(121)에 의한 카운팅값과 저장된 설정치를 비교하며, 카운팅값이 설정치에 달하면, 그 시점에서 데이터 스

트림을 구분짓는다. CDTB-T 표준의 경우, 영역구분부(120)는 데이터 스트림을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짓도록 구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잦은 의사잡음열의 정보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변화에

따른 동적환경의 변화와 데이터의 흐름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물론, 구분되는 데이터 스트림의 갯수는 달리 설정될 

수도 있다.

PN정보발생부(도시하지 않음)는 송신측과 수신측의 동기를 위한 동기정보인 의사잡음열정보를 발생시키며, 발생된 

의사잡음열정보를 먹스(130)에 전송한다. 여기서, 송신측은 단일반송파 방식으로 디지털방송을 송신하는 디지털방송

전송시스템을 구비한 송신측을 말하며, 수신측은 단일반송파 방식으로 송신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는 수신측을 말한

다.

PN정보발생부에 의해 발생되는 의사잡음정보열은 255, 256, 511, 1023, 2047, 8191 등의 다양한 갯수의 심볼로 구

현될 수 있다.

도 7은 도 5에 의한 전송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은 CDTB-T의 프레임 구조에 대응된 프레임 구

조를 나타낸다. CDTB-T 표준의 경우, 먹스(130)는 구분된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에 255개의 심볼을 가지는 의사잡

음열정보 한개와 256개의 심볼을 가지는 의사잡음열정보 한개를 삽입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이것은 CDTB-T 표준

이 511개의 심볼단위로 의사잡음열정보를 삽입하는 것을 고려한 수치이다. 또한, 먹스(130)는 구분된 데이터 스트림

의 사이에 255개의 심볼을 가지는 의사잡음열정보 두 개를 삽입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송신호의 프레임

에서 패이로드의 크기는 CDTB-T 표준에 따른 프레임의 패이로드의 크기보다 3심볼 만큼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영역구분부(120)는 511개의 심볼을 가지는 의사잡음열정보가 입력되는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에 대하여 적

어도 세번에 걸쳐 삽입되도록 데이터 스트림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렐리스 인코더(115)에 의한 트렐리스 코딩 후, 먹스(130)는 전송신호의 선두부에 세그먼트 싱크를 삽입한다. 또한,

먹스(130)는 영역구분부(120)에 의해 구분된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사이에 PN정보발생부에 의해 발생된 의사잡음열

정보를 삽입한다(S607). 먹스(130)가 데이터 스트림에 프레임 싱크를 삽입하는 경우, PN정보발생부에 의해 발생된 

의사잡음열정보, 컨트롤 비트, 및 여유비트를 결합하여 전송신호의 선두에 삽입한다. 여기서, 처음에 입력된 데이터 

스트림의 전체개념과 복수의 영역으로 구분된 데이터 스트림을 구분하기 위하여 전송신호 및 데이터 스트림의 두 가

지 용어를 사용하였다.

파일럿 삽입부(140)는 세그먼트 싱크, 프레임 싱크, 및 의사잡음열정보가 삽입된 전송신호에 파일럿(PILOT)을 삽입

한다. 여기서, 파일럿은 변조된 스펙트럼의 제로 주파수 포인트에 나타나는 잔류 반송파를 말한다.

변조부(150)는 파일럿 삽입부(140)로부터 수신된 전송신호를 변조방식을 사 용하여 변조시킨다. RF컨버터(160)는 

변조된 전송신호를 RF(Radio Frequency : 무선 주파수)변환시키며, 변환된 전송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송출한다.

이로써,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은 채널이 자주 변화됨으로써 동적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은 채널이 자주 변화되어 동적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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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

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측과 수신측의 동기를 위한 동기정보인 의사잡음열정보를 단일반송파 방식의 전송신호에 삽입하여 전송하는 단

일반송파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입력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비트 에러를 보정하는 에러보정부;

상기 에러보정부에 의해 보정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복수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영역구분부; 및

상기 영역구분부에 의해 구분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에 상기 의사잡음 열정보를 삽입하여 멀티플렉싱하는 먹

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구분부는,

보정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심볼의 갯수를 카운팅하는 카운터를 포함하며,

상기 영역구분부는 상기 카운터에 의한 카운팅값이 소정치에 달하면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구분부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먹스는 상기 영역구분부에 의해 구분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에 설정된 갯수에 해당되는 상기 의사잡음열

정보의 심볼을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먹스는 255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 한개와 256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 한개

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 파 전송시스템.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먹스는 255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 두개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

템.

청구항 7.
제 3항 내지 제 6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보정부, 상기 영역구분부, 및 상기 먹스는 중국향 단일반송파 방식의 CDTB-T 표준에 적용가능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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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구분부는, 511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가 입력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 대하여 적어도 세 

번에 걸쳐 삽입되도록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시스템.

청구항 9.
송신측과 수신측의 동기를 위한 동기정보인 의사잡음열정보를 단일반송파 방식의 전송신호에 삽입하여 전송하는 단

일반송파 전송방법에 있어서,

입력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비트 에러를 보정하는 단계;

상기 에러보정단계에 의해 보정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복수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단계; 및

상기 영역구분단계에 의해 구분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에 상기 의사잡음열정보를 삽입하여 멀티플렉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보정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심볼의 갯수를 카운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영역구분단계는 상기 카운팅단계에 의한 카운팅값이 소정치에 달하면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구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구분단계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싱단계는 상기 영역구분단계에 의해 구분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에 설정된 갯수에 해당되는 상

기 의사잡음열정보의 심볼을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싱단계는 255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 한개와 256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

열정보 한개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방법.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싱단계는 255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 두개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

파 전송방법.

청구항 15.
제 11항 내지 제 14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보정단계, 상기 영역구분단계, 및 상기 멀티플렉싱단계는 중국향 단일반송파 방식의 CDTB-T 표준에 적용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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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역구분단계는, 511개의 심볼을 가지는 상기 의사잡음열정보가 입력된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 대하여 적어도 

세 번에 걸쳐 삽입되도록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반송파 전송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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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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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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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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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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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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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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