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4N 7/00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95126

2006년08월31일

(21) 출원번호 10-2005-0016536

(22) 출원일자 2005년02월28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쏠리테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아이티벤처타워

(72) 발명자 이해철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신동아아파트 19동 505호

이재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 신화아파트 506동 1101호

김현채

서울 강동구 명일1동 270 삼익아파트 1동 701호

(74) 대리인 임창현

권혁수

심사청구 : 있음

(54) 위성 경로를 사용하는 지상파 디엠비 방송 시스템 및 방법그리고 그것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요약

여기에 개시된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은, 위성 링크를 사용하는 중계기를 지상파 디엠비의 갭필러로 사용한다. 위성 링크를

사용하는 중계기의 송수신 신호는 주파수 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RF 중계기 또는 광 링크 방식의 중계기가 동

일 대역의 송수신 신호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호의 발진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따라서, 갭필러의 송수신 안테나

설치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어, 갭필러 시설의 규모 및 경비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은 갭필러를 통해 송수신 되는 신호에 전송기 식별 정보(TII)와 같은 부가 정보도 함께 송수신한다. 따라서, 수신기

가 어느 경로를 통해 지상파 디엠비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지상파 디엠비 서

비스에 대한 과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지상파 방송 시스템, DAB, DMB, 갭필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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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성 기반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지상국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심볼 발생부 및 TDM 프레임 생성부의 상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 5는 ETS 300 401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OFDM 전송 프레임(OFDM_TF)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바이트 멀티플렉서의 단위 출력을 바이트 단위인 로 표현한 도면;

도 7은 도 4에 도시된 TDM 프레임 생성부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TDM 프레임의 생성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

도 8은 도 7에 도시된 TDM 프레임의 생성 과정에 따른 TDM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9은 지상파 디엠비 앙상블이 6개인 경우, 본 발명에 따른 TDM 프레임의 구성 예를 보여주는 도면; 그리고

도 10는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갭필러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지상 송출국 110 : 지상국

111 : DMB 신호 수신부 113 : 심볼 발생부

115 : TDM 프레임 생성부 117 : TDM 전송부

120 : 위성 130 : 갭필러

131 : TDM 수신부 135 : 지상파 DMB 프레임 생성부

137-1 내지 137-N : OFDM 전송부 100, 200 : 지상파 DMB 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지상파 방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지상파 DMB라 칭함)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방식의 멀티미디어방송이다. DMB는, 전송방식과 서비스권역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된다. 위성 DMB는 위성을 통해 1400 ~ 2700 MHz 주파수 대역의 극초단파(UHF)를 이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반면, 지상파 DMB는 위성을 거치지 않고 지상에서 200 MHz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초단파(VHF)를 이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1은 일반적인 지상파 DMB 시스템(100)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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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지상파 DMB 시스템(100)은, 관악 송신소 혹은 남산 송신소와 같은 지상 송출국(10)에서 200MHz 대역

의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방식(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이하 OFDM이라 칭함)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 가능 지역(20) 내에 위치한 이동성을 갖는 휴대 및 차량용 수신기 또는 고정 수신기가 지상 송출국 신호를 수신하여

지상파 DMB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건물 내부, 또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는 경우에는 수

신기가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지역을 수신 불가능 지역 또는 갭(Gap ; 30)이라

한다. 위와 같은 전파 수신 불가능 지역(30)에 전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계기(Repeater)가 사용되는데, 상

기 중계기는 전파 수신의 갭을 채운다는 의미로 갭필러(Gap Filler)라고 불린다.

중계기는 어떤 매질을 통해 신호를 전달받는가에 따라 RF(Radio Frequency) 중계기와, 광 링크 방식의 중계기(또는 광 중

계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RF 중계기는 RF를 통해 신호를 전달받고, 광 링크 방식의 중계기 또는 광 중계기는 광을 통

해 신호를 전달받는다. 지상파 DMB에서 갭필러로 RF 중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RF 중계기에서는 200MHz 주파수 대역의

RF 신호를 받아서 이를 바로 증폭한다. 따라서, 수신 안테나와 송신 안테나 사이에 충분한 격리도(isolation)가 확보되어야

만 발진 없이 신호를 중계할 수 있다. 송수신 안테나의 격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므로, 설치

공간상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 이와 달리, 지상파 DMB에서 갭필러로 광 링크 방식의 중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호

의 전달에 광선로가 사용되기 때문에 광 선로 거리 만큼 송수신 안테나 사이에 격리도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광 링크

방식의 중계기의 경우에는 광 선로의 길이를 수 Km 내지 수십 Km 정도로 연결하는 경우에만 충분한 격리도가 확보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신호의 발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갭필러의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격리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갭필러가 차지하는 공간이 증가하고, 설치상의 어려움이 많

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갭필러의 설치 문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DMB 서비스의 도입시, 최초에는 위성 DMB는 유료화하고, 위성 DMB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수가 적은 지상파

DMB는 무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위성 DMB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DMB 역시 수신 불가능 지역에 DM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갭필러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상파 DMB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 논쟁

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상파 DMB 서비스의 유료화 논쟁은, 곧 지상파 DMB 서비스에 대한 과금(요금 징

수) 문제와 결부된다. 따라서, 수신기가 어느 지역에서 지상파 DMB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어떤 갭필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기존의 RF 중계기 또는 광 링크 방식의 중

계기 대신, 위성 링크를 사용하는 중계기를 지상파 DMB의 갭필러로 사용하는 지상파 DMB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신기가 어느 경로를 통해 지상파 DMB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 DMB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위성 기반 지상파 DMB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상파 DMB 프레임을 위성 기반 TDM 프

레임으로 변환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은 지상파 디엠비 시스

템은 지상송출국을 통해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복수 개의 수신기들에게 송신하는 지상 데이터 경로; 그리고

갭필러에게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갭필러에 수신된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상

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복수 개의 수신기들에게 송신하는 위성 데이터 경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은

(a)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지상송출국을 통해 복수 개의 수신기들에게 송신하고, 이와 동시에 제 2 타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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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 디엠비 신호를 위성을 통해 갭필러에게 송신하는 단계; 그리고 (b) 상기 갭필러에 수신된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

엠비 신호를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환하여 복수 개의 수신기들에게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방식(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OFDM)의 신호이고,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는,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

호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시 분할 다중방식(Time Division Multiplexer ; TDM)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위성 데이터 경로는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

엠비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갭필러로 송신하는 지상국을 포함하되, 상기 지상국은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조되기 직전의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은 (a) 각각의 지상파 디엠비 프레임의 시작점과 일치되도록 복수 개의 단위 데이터들을 하나의 시 분할 다중방

식(TDM) 프레임에 할당하는 단계; (b) 상기 시 분할 다중방식 프레임을 구성하는 단위 데이터들의 개수를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각각의 단위 데이터 영역에 상기 각각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삽입하는 단계; (d) 상기 각각의 단위 데이터 내에

서 상기 각각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들이 시작되는 위치에 동기 워드(SYNC_WORD)와 앙상블 데이터((ENS(C,N))를 각각

삽입하는 단계; 그리고 (e) 상기 각각의 단위 데이터 사이에 동기 정보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단위 데이터 내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빈 공간에 FILL 바이트가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시 분할 다중방식 프레임을 구성하는 상기 단위 데이터들의 개수는 8의 배수인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단위 데이터의 개수가 8의 배수 개가 아닌 경우, 단위 데이터의 말단에 상기 FILL 블록을

추가하여 상기 단위 데이터 개수가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최초의 상기 단위 데이터와, 상기 최초의 단위 데이터 이후의 매 8번째 상기 단위 데이터마다

반전된 동기 정보가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전송기 식별 정보(TII) 또는 널 심볼(NULL)과, 위상 레퍼런스 심볼

(PRS)과, FIC(Fast Information Channel) 심볼, 및 MSC(Main Service Channel) 심볼을 발생하는 단계; (c-2) 상기 전송

기 식별 정보(TII)와 상기 위상 레퍼런스 심볼(PRS)을 각각 제 1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단계; (c-3) 상기 FIC(Fast

Information Channel) 심볼 및 상기 MSC(Main Service Channel) 심볼을 각각 제 2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단계; 그리

고 (c-4) 상기 맵핑 결과들을 다중화하여 상기 기준 데이터 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c-4) 단계에서는, 상기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서브 캐리어 인덱스가 일 때, =가 1, 2,

3, …, 767, 768, -768, -767, …, -2, -1의 순서를 따라 바이트 단위의 다중화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c-4) 단계에서는, 상기 (c-2)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맵핑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 다중화

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부터 순서대로 2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c-4) 단계에서는, 상기 (c-3)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맵핑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 다중화

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부터 순서대로 1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지상파 DMB 시스템은, 같은 주파수 대역의 송수신 신호를 사용하는 기존의 RF 중계기 또는 광 링크 방

식의 중계기 대신에,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송수신 신호를 사용하는 위성 링크를 사용하는 위성 기반 중계기를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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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의 갭필러로 사용한다. 따라서, 갭필러에서 생기는 신호의 발진이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갭필러의 송수신 안테나 설

치에 대한 자유도를 높일 수 있고, 갭필러 시설의 규모 및 경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지상파 DMB 시스템

에서는 전송기 식별 정보(TII)와 같은 부가 정보를 갭필러를 통해 송수신하므로, 수신기가 어느 경로를 통해 지상파 DMB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파 DMB 서비스에 대한 과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성 기반 지상파 DMB 시스템(200)의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지상파 DMB 시스템(200)에서 제공되는 DMB 신호의 경로는 크게 지상 경로(50)와 위성

경로(150)로 구분된다. 지상 경로(50)는, 도 1에 도시된 지상파 DMB 경로와 동일한 경로로서, 지상 송출국(10)으로부터

송신된 200MHz 대역의 OFDM 신호를 수신 가능 지역(20) 내에 위치한 수신기가 받아들이는 경로이다. 그리고 위성 경로

(150)는, 위성 경로를 사용한 갭필러(130)를 이용하여, 지상 송출국(10)로부터 송신된 OFDM 신호를 직접 받아들일 수 없

는 수신 불가능 지역 또는 갭(30) 영역으로 DMB 신호를 제공하는 경로이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본 발명에 따

른 갭필러(130)는 기존의 RF 방식의 중계기와 광 링크 방식의 중계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위성 기반 중계 시스템이다.

그리고 상기 위성 기반 중계 시스템은, 위성을 이용한 지상파 DMB 신호의 전송시 삽입된 부가정보(예를 들면, 전송기 식

별 정보(TII) 등)을 통해 수신기가 어느 경로를 통해 지상파 DMB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지상파 DMB 시스템(200)의 위성 경로(150)의 구성 및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상국(Earth

Station ; 110)은, 지상 송출국(10) 또는 방송국(미 도시됨)으로부터 지상파 DMB 신호를 받아들여 시분할 다중화(Time

Division Multiplexor ; TDM) 변조를 수행한다. 그리고 나서, 변조된 TDM 신호를 11 또는 12 GHz의 상향 Ku-Band(또

는 Ka-Band) 대역을 통해 위성(120)으로 송출한다. 위성(120)은 지상국(110)으로부터 TDM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를 하

향 Ku-Band(또는 Ka-Band) 대역을 통해 지상으로 재전송한다. 갭필러(130)는 위성(120)으로부터 전송된 TDM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지상파 DMB 신호로 변환한다. 그리고 나서, 변환된 지상파 DMB 신호를 OFDM로 변조하여 송출한다. 갭

필러(130)에 의해 송출되는 OFDM 신호는 지상 송출국(10)에서 송출되는 신호와 마찬가지로 200MHz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위성 경로를 이용하는 갭필러(130)의 송수신 신호는, 기존의 RF 방식의 중

계기와 광 링크 방식의 중계기처럼 동일 대역의 송수신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하향 Ku-Band(또는 Ka-Band)의 TDM 신

호(예를 들면, 11 또는 12 GHz)를 수신하고, 200MHz 대역의 OFDM 신호를 송신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지상파

DMB 시스템(200)에서는 갭필러의 송수신 신호가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발진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갭필러의 송수신 안테나 설치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게 되어, 갭필러 시설의 규모가 줄어

들게 된다. 그리고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지역에 갭필러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위성 기반 지상파 DMB 시스템(20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갭필러(130)로 송신될 지상파 DMB 신호를 상

향 Ku-Band(또는 Ka-Band)의 TDM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과, 갭필러(130)로 수신된 하향 Ku-Band(또는 Ka-Band)의

TDM 신호를 OFDM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갭필러(130)로 송신될 지상파 DMB 신호를 상향 Ku-Band

(또는 Ka-Band)의 TDM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지상국(110)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로서, 지상파 DMB 신호

를 TDM 신호로 변환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지상국(110)에서 변환된 TDM 신호는 위성(120)을 통해 갭필러(130)로

송신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지상국(110)은 DMB 신호 수신부(111), 심볼 발생부(113), TDM 프레임 생성부(115), 및 TDM 전송부

(117)를 포함한다. DMB 신호 수신부(111)는, 지상 송출국(10) 또는 방송국(미 도시됨)으로부터 지상파 DMB 신호를 받아

들인다. 이때, 수신되는 지상파 DMB 신호는 MPEG 등과 같이 압축된 데이터 형식을 갖는다. 심볼 발생부(113)는, 수신된

지상파 DMB 신호를 이용하여 OFDM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OFDM 심볼들(예를 들면, 전송기 식별 정보(TII), 널 심

볼(NULL ; N_S), 위상 레퍼런스 심볼(Phase Reference; PR_S), FIC 심볼(Fast Information Channel), MSC 심볼(Main

Service Channel) 등을 발생한다(도 4 및 도 5 참조). TDM 프레임 생성부(115)는, 심볼 발생부(113)로부터 발생된

OFDM 심볼들을 재배열하여 TDM 프레임을 생성한다. TDM 프레임 생성부(115)에서 생성된 TDM 프레임은, TDM 전송

부(TDM transmitter ; 117)를 통해 위성(120)으로 송출된다. ETS 300 401 표준에 의하면, 심볼 발생부(113)에서 발생

된 OFDM 심볼들은 OFDM 신호 발생기(OFDM Signal Generator)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통해 OFDM 변조 과정을 거쳐

야만 비로소 OFDM 신호가 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지상국(110)에서 처리되는 지상파 DMB 신호들은 OFDM 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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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되기 바로 직전의 신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TDM 프레임 생성부(115)는, 변조된 OFDM 신호 대신 OFDM 변조가 수

행되기 전의 OFDM 심볼들을 이용하여 TDM 신호를 발생하게 되며, 이 때 사용되는 지상파 DMB 신호로 ETI(Ensemble

Transport Interface) 신호 혹은 다른 형태의 신호가 사용될 수도 있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심볼 발생부(113) 및 TDM 프레임 생성부(115)의 상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

면, 심볼 발생부(113)는 TII 심볼 발생기(1131), NULL 심볼 발생기(1133), 위상 레퍼런스 심볼(Phase Reference ; PR_

S) 발생기(1135), FIC(Fast Information Channel)및 MSC(Main Service Channel) 심볼 발생기(1137), 및 널 멀티플렉

서(NULL Mux ; 1139)로 구성된다. 심볼 발생부(113)에서 발생되는 심볼들은 OFDM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심볼

들로서, OFDM 신호에 관한 규격인 ETS 300 401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 심볼 발생부(113)의 상세 구성을 살펴 보기에 앞

서 ETS 300 401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OFDM 프레임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ETS 300 401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OFDM 전송 프레임(OFDM_TF)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OFDM 전송 프레임(OFDM_TF)은 동기 채널(Synchronization Channel ; SC)과 패스트 정보 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 ; FIC) 및 메인 서비스 채널(Main Service Channel ; MSC)로 구성된다(단, TF는 전송 프레임의 폭

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동기 채널(SC)은 전송 시스템에서 전송 프레임 동기(Transmission Frame Synchronization)

, 자동 주파수 제어(Automatic Frequency Control), 채널 상태 예측(Channel State Estimation) 및 전송장치 식별

(Transmitter Identification)과 같은 기본적인 복조 기능을 위해 내부적으로 사용된다. 패스트 정보 채널(FIC)은 수신기

에 의한 정보의 빠른 접속에 사용되고, 메인 서비스 채널(MSC)은 음성 및 서비스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된다. 그리고 각각

의 채널들은 여러 개의 심볼(symbol)들로 구성된다. 동기 채널(SC)에는 널 심볼(Null Symbol ; N_S) 또는 전송기 식별 정

보(Transmitt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 TII)가 저장되고, 위상 레퍼런스 심볼(Phase Reference Symbol ; PR_S)이

저장된다. 패스트 정보 채널(FIC)과 메인 서비스 채널(MSC)에는, 가드 인터벌(Guard Interval: Δ)(202)과 OFDM 심볼 중

순수신호 부분(204)으로 구성된 다수의 OFDM 심볼들(OFDM_S)이 포함된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심볼 발생부(113)의 TII 심볼 발생기(1131) 및 NULL 심볼 발생기(1133)로부터 발생된 전송기 식

별 정보(TII)와 널 심볼(N_S)은 널 멀티플렉서(1139)로 입력된다. 널 멀티플렉서(1139)는, OFDM 프레임의 동기 채널

(SC)에 저장될 정보로서 전송기 식별 정보(TII)와 널 심볼(N_S)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전송기 식별 정보(TII)

에는 지상국(110) 식별 정보가 할당되어 특정 수신기만이 위성링크를 이용한 갭필러의 송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지상파 DMB 서비스가 유료화될 경우, 유료 수신기 또는 가입자만 갭필러를 통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전송기 식별 정보(TII)는 지상국에서 위성링크를 통해 모든 갭필러에게 전송하여 모든 갭필

러가 동일한 전송기 식별 정보를 송출할 수도 있지만, 각 갭필러에서 전송기 식별 정보를 생성하여 송출할 수도 있다.

심볼 발생부(113)에서 발생된 심볼 또는 채널(channel)은, 지상파 DMB 신호를 TDM 프레임으로 구성할 때 사용되는 심

볼들이다. TDM 프레임 생성시 사용하는 지상파 DMB 신호와, 그 신호의 값과, 그 값을 표현하기 위한 비트(bit) 수, 그리

고 한 프레임(96ms)에 대한 데이터량을 표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여기서, k는 OFDM 심볼의 서브-캐리어 인덱스

(Sub-Carrier Index)로, -768, -767, …, -1, 1, …, 767, 768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은 한 프레임 동안의 OFDM 심볼

인덱스로, 0, 1, 2, …, 75의 값을 가진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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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을 참조하면, 널 심볼(NULL), 전송기 식별 정보(TII), 그리고 위상 레퍼런스 심볼(Phase Reference Symbol) 신호

는 I, Q 신호 각각이 -1, 0, 1 중 하나로 표현된다. 따라서, 2 비트의 데이터(예를 들면, 00, 01, 11)를 사용하여 하나의 값

을 표현한다. 이와 달리, 패스트 정보 채널(FIC)과 메인 서비스 채널(Main Service Channel ; MSC)은 I, Q 신호 각각이

중 하나로 표현된다. 따라서, 1 비트의 데이터(예를 들면, 0, 1)를 사용하여 하나의 값을 표현한다. 이때, 각 신호

에 대한 매핑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표 2]에 표시되 바와 같이, 각 비트가 어떤 신호를 표현하느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PRS 신호 영역

에서 "00110111"로 표현되는 비트열은, 실제로 0, -1, 1, -1을 의미하고, FIC와 MSC 신호 영역에서 "00110100"로 표현

되는 비트열은 실제로는 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지상파 DMB의 프레임 신호를 TDM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DMB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신호,

즉 NULL(TII), PRS, FIC, MSC 신호 모두를 전송할지, 아니면 일부 신호만 전송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FIC와 MSC 신호

는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송해야 하지만, NULL(TII) 신호와 PRS 신호는 갭필러(130)에서

생성할 수 있으므로 TDM 링크로 전송할 수도 있고, 전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표 3]은 NULL(TII) 신호와 PRS 신호 전

송 여부에 따라서 프레임당 전송해야 할 바이트(Byte) 수를 보여준다.

[표 3]

계속해서, 심볼 발생부(113)로부터 발생된 OFDM 심볼들을 재배열하여 TDM 프레임을 생성하는 TDM 프레임 생성부

(115)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TDM 프레임 생성부(115)는, 제 1 내지 제 3 비트 맵퍼(1151-1153), 바이트 멀티플렉서

(1155), 부가 정보 발생기(1157), 단위 데이터 발생기(1158), 및 동기 정보 삽입기(1159)로 구성된다. 제 1 비트 맵퍼

(1151)는 널 멀티플렉서(1139)로부터 복소 출력(Z0,k)(I, Q가 각각 "0" 또는 "0, 1, -1"의 심볼로 구성된 출력; I는 In-

phase(실수부), Q는 Quad-phase(허수부)를 의미함)을 받아들여 2 비트의 데이터 형식으로 매핑한다. 제 2 비트 맵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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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는 위상 레퍼런스 심볼 발생기(1135)로부터 복소 출력(Z1,k)(I, Q가 각각 "0, 1, -1"의 심볼로 구성된 출력)을 받아

들여 2 비트의 데이터 형식으로 매핑한다. 제 3 비트 맵퍼(1153)는 FIC 및 MSC 심볼 발생기(1137)로부터 복소 출력(yl,k,

l≥2)(I, Q가 각각 " "의 심볼로 구성된 출력)을 받아들여 1 비트의 데이터 형식으로 매핑한다. 제 1 내지 제 3 비

트 맵퍼(1151-1153)에서 수행되는 데이터의 매핑은, 앞에서 설명한 [표 2]의 형식을 따라 수행된다.

여기서, 비트 맵퍼들(1151-1153)의 복소 출력은 로 명명한다. 는 의 실수부를 나타

내고, 는 의 허수부를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바이트 멀티플렉서(1155)의 단위 출력을 로 명명한다.

인 경우 r은 0, 1, …, 767의 값을 가지며, 인 경우 r은 0, 1, …, 383의 값을 가진다. 바이트 멀티플렉서(1155)는, 제 1

내지 제 3 비트 맵퍼(1151-1153)에서 매핑된 데이터를 1 바이트 단위로 다중화한다. 바이트 멀티플렉서(1155)의 단위

출력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바이트 멀티플렉서(1155)의 단위 출력을 바이트 단위인 로 표현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여

바이트 멀티플렉서(1155)에서 바이트 단위로 다중화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브-캐리어 인덱스(Sub-Carrier Index) 관점에서 바이트 단위로 다중화하는 순서는, =1, 2, 3, …, 767, 768,

-768, -767, …, -2, -1의 순서를 따른다. 두 번째, 앞에 기재된 다중화의 순서대로 , 데이터를 바이트의 7th Bit

(MSB) 부터 채워나간다. 세 번째, l=0,1인 경우에는 2 비트의 , 각 데이터를 MSB 비트, LSB 비트 순서대로 바이

트를 채워나간다. 즉, 상기 바이트 멀티플렉서(1155)는, 제 1 비트 맵퍼(1151) 및 제 2 비트 맵퍼(1152)의 맵핑 결과에 대

해서는(즉, l=0,1인 경우) 다중화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부터 순서대로 2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간다. 그리고, 상기 바이

트 멀티플렉서(1155)는, 제 3 비트 맵퍼(1153)의 맵핑 결과에 대해서는(즉, l≥2인 경우) 다중화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

부터 순서대로 1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간다.

l=0,1인 경우와 l≥2인 경우에 대해 , 을 바이트 단위로 다중화한 의 각 비트를 표로 나타내면, 각각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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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바이트 멀티플렉서(1155)에서 1 바이트 단위로 다중화된 데이터는, 단위 데이터 발생기(1158)로 입력된다.

한편, TDM 부가 정보 발생기(1157)는, 지상파 DMB 신호를 TDM 신호로 변환할 때 필요로 하는 복수 개의 TDM 부가 정

보들을 발생한다. 이때, TDM 부가 정보 발생기(1157)로부터 발생되는 부가 정보로는 동기 워드(Sync Word ; SYNC_

WORD), 앙상블 신호(ENS), FILL 바이트, FILL 블록 정보가 있다.

단위 데이터 발생기(1158)는, 바이트 멀티플렉서(1155)에 의해 1 바이트 단위로 다중화된 데이터와 TDM 부가 정보 발생

기(1157)로부터 발생된 복수 개의 TDM 부가 정보들(예를 들면, SYNC_WORD, ENS(C, N), FILL 바이트, FILL 블록)을

조합하여 187 바이트 단위의 TDM 단위 데이터를 8의 배수개 만큼 발생시킨다. 그리고 동기정보 삽입기(1159)는 단위 데

이터 발생기(1158)로부터 발생된 187 바이트의 단위 데이터에 1 바이트의 동기 바이트(SYNC, )를 삽입하여,

188 바이트의 TDM 데이터를 출력한다. 동기정보 삽입기(1159)로부터 발생된 188 바이트의 TDM 데이터는 TDM 전송

부(117)를 통해 위성(120)으로 송출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위성 DMB 규격인 ETS 300 421를 살펴보면, 입력 데이터를 187 바이트 단위로 만들고, 여기에 1 바

이트의 동기 바이트(SYNC)와, 1 바이트의 반전된 동기 바이트( )를 삽입하여 188 바이트 단위로 만든다. 그리고 에

너지 확산을 위하여 PRBS(Pseudo-Random Binary Sequence)를 이용한 스크램블링(Scarmbling)을 수행하고, 리드 솔

로몬(Reed-Solomon) 부호화를 수행하여 204 바이트 단위로 프레임을 구성한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 길쌈 인터리빙

(convolutional interleaving ; CI)과 길쌈 부호화(Convolutional Coding ; CC) 과정을 수행하여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를 수행하고, α = 0.35 짜리 RRC(Root Raised Cosine) 필터링을 수행하여 송신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단위 데이터 발생기(1158)는, 지상파 DMB 신호가 ETS 300 421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TDM

프레임 형식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187 바이트 단위로 생성한다. 본 발명에서는 ETS 300 421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FIC와 MSC 뿐만 아니라, NULL(또는 TII) 심볼과 PRS(위상 레퍼런스 심볼)도 TDM 신호로 구성하

여 함께 전송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OFDM 신호에 관한 표준인 ETS 300 421을 따르는 TDM 프레임의 생성 규

격을 제시한다. 이때, TDM으로 전송해야 할 바이트 수를 N_BYTE 라고 정의하면, N_BYTE는 [표 3]과 같이 30336 바이

트가 된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TDM 프레임 생성부(115)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TDM 프레임의 생성 방

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고, 도 8은 도 7에 도시된 TDM 프레임의 생성 과정에 따른 TDM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이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TDM 프레임의 생성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상파 DMB 데이터를 TDM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동작은 도 4에 도시된 TDM 프레임 생성부(115)에서 실질적으로 수행

된다. TDM 프레임 생성부(115)는 지상파 DMB 데이터를 TDM 프레임으로 변환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DMB 프레임의

시작점과 일치되도록 복수 개의 단위 데이터들을 TDM 프레임에 할당한다(2100 단계). 이 때 할당되는 각각의 단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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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크기는 187 바이트이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각각의 단위 데이터들은 TDM 프레임에 포함될 각각의

DMB 프레임과 대응된다. 만일 할당된 단위 데이터에 빈 공간이 존재하면, 해당되는 빈 공간에는 필 바이트(FILL Byte)를

채워준다. 필 바이트란, 모든 데이터 비트의 값이 1인 바이트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어서, 하나의 TDM 프레임을 구성하는 단위 데이터들의 개수를 결정한다(2300 단계). 본 발명에서는 하나의 TDM 프레

임을 구성하는 단위 데이터들의 개수가 8의 배수가 되도록 결정한다. 이 때, TDM 프레임에 포함될 단위 데이터들의 개수

가 8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단위 데이터들의 개수가 8의 개수가 될 수 있도록 TDM 프레임의 빈 공간에 필 블록(FILL

Block)을 채워준다. 필 블록이란, 모든 데이터 비트의 값이 1로 구성된 데이터 블록을 의미한다.

2100 단계와 2300 단계에서 TDM 프레임을 구성하는 단위 데이터들이 할당되고 나면, 각각의 단위 데이터 영역에는 대응

되는 각각의 지상파 DMB 신호들이 삽입된다(2500 단계). 그리고 나서, 각각의 단위 데이터 내에서 각각의 DMB 신호들이

시작되는 위치에 12 바이트의 동기 워드(SYNC_WORD)와 1 바이트의 앙상블 데이터((ENS(C,N))가 각각 삽입된다(2700

단계).

2500 및 2700 단계에서 TDM 프레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 데이터들이 모두 구성되고 나면, 187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단위 데이터 사이에 1 바이트의 동기 바이트(SYNC 또는 )가 삽입된다(2900 단계). 그결과, 최종적으로

구성된 각각의 단위 데이터의 크기는 동기 바이트를 포함하여 총 188 바이트가 된다. 이 때, 2900 단계에서는 TDM 프레

임의 첫 번째 187 바이트의 단위 데이터에 반전된 동기 바이트( )(즉, B8 Hex)가 삽입된다. 그리고, 매 8번째의 187

바이트의 단위 데이터마다(즉, 8의 배수 번째 프레임마다) 반전된 동기 바이트( )가 삽입되어, 187 바이트로 구성된

각각의 단위 데이터가 188 바이트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단위 데이터들에는 반전되지 않은 동기 바이트(SYNC)(즉, 47

Hex)가 삽입되어, 187 바이트로 구성된 각각의 단위 데이터가 188 바이트가 된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서 지상파 DMB 신호를 TDM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TDM 프레임을 DMB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다(지상파 DMB의 경우는 96msec 이다). 이를 위해,

TDM 프레임의 187 바이트 단위의 시작점을 DMB 프레임의 시작점과 일치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187 바이트의 단위 데

이터의 빈 공간을 FILL 바이트(All 1 bits: FF in HEX)로 채운다. FILL 바이트는 모든 비트가 1의 값을 갖는 데이터를 의

미한다.

두 번째, DMB 데이터의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187 바이트의 단위 데이터의 전체 개수가 8의 배수가 되도록 한다. 만일,

DMB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187 바이트의 단위 데이터의 전체 개수가 8의 배수가 아니면, 8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187

바이트 단위의 FILL 블록(FILL Block)을 삽입한다. 이와 같은 FILL 블록의 삽입 동작은, FILL 바이트의 삽입 동작과 아울

러 단위 데이터 발생기(1158)에서 수행된다. 추가로 삽입된 FILL 블록의 데이터는 모두 FILL 바이트(즉, All 1 bits: FF in

HEX)로 채워진다. 이 원칙은 여러 개의 DMB 앙상블을 TDM으로 다중화할 경우, 각 DMB 프레임의 시작이 항상 Inverted

SYNC Byte(=B8 Hex)로 시작하게 해 준다.

상기 첫 번째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187 바이트의 단위 데이터가 몇 개 인가에 대한 파

라미터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값을 N_DATA_FRAME 이라 정의하면, 아래의 [수학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N_DATA_FRAME = INT (((N_BYTE +13)-1)/187) + 1

= INT (((30336+13)-1)/187) + 1

= 163 개

여기서, INT(A)는 A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고, N_BYTE는 전송해야 할 지상파 DMB 데이터의 바이트 수(즉, 30336 바

이트)를 의미한다. [수학식 1]에서 1 이 더해진 것은, 나머지 바이트들도 하나의 187 바이트 단위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TDM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SYNC_WORD(12 바이트)와 ENS(C,N)(1 바이트)에 총 13

바이트가 요구된다(아래의 세 번째 원칙 및 네 번째 원칙 참조). 따라서, [수학식 1]에서는, 전송해야 할 지상파 DMB 데이

터의 바이트 수(즉, 30336 바이트)에 13을 더하여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187 바이트의 단위 데이터가 몇 개 인가에 대한

파라미터를 결정하게 된다.

계속해서, FILL 바이트 개수를 N_FILL_BYTE 라 정의하면, FILL 바이트 개수는 [수학식 2]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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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FILL_BYTE = N_DATA_FRAME * 187 - N_BYTE - 13

= 163 * 187 - 30336 - 13

= 132 Byte

여기서, 13 은 SYNC_WORD와 ENS(C,N)에 사용되는 바이트 수에 해당된다.

첫 번째 원칙을 준수하여 구한 N_DATA_FRAME값에 두 번째 원칙을 적용하여,지상파 DMB 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187

바이트 단위의 개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값을 N_WORD_FRAME 이라 정의하면, N_WORD_FRAME은 8의 배수가

되고, [수학식 3]과 같이 주어지게 된다.

N_WORD_FRAME = (INT (N_DATA_FRAME/ 8) + 1) * 8

= (INT (163/ 8) + 1) * 8

= 168 개

FILL 블록의 개수를 N_FILL_BLOCK 이라 정의하면, N_FILL_BLOCK은 [수학식 4]와 같다.

N_FILL_ BLOCK = N_WORD_FRAME - N_DATA_FRAME

= 168 - 163

= 5 개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지상파 DMB 프레임을 TDM 경로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해

야 할 187 바이트의 단위 데이터의 개수 N_WORD_FRAME은 [수학식 3]에 의해 168개가 된다. 이때 TDM 경로의 길쌈

부호(Convolution Code)의 Code Rate(r)을 1/2로 하면, TDM 경로의 QPSK Symbol Rate는 [수학식 5]와 같이 구해질

수 있다.

QPSK Symbol Rate = 204 * N_WORD_FRAME * 8 / 96ms

= 204 * 168 * 8 / 96ms

= 2.856 Msps

N 개의 지상파 DMB 앙상블을 TDM 경로로 전송하는 경우, TDM 경로의 길쌈 부호의 Code Rate(r)을 1/2로 하면, QPSK

Symbol Rate는 [수학식 5]에 의해 [수학식 6]과 같이 구해진다.

QPSK Symbol Rate = 2.856 * N Msps

예를 들어, 6개의 지상파 DMB 앙상블을 TDM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학식 6]에 의해 TDM 경로의 QPSK Symbol

Rate가 17.136 Msps가 된다. 여기서, Msps는 Mega-Sample per Second를 의미하는 약자이다.

계속해서, 지상파 DMB 신호를 TDM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의 세 번째 원칙은, 지상파 DMB 프레임의 시작점에

12 바이트의 동기 워드(SYNC_WORD)를 삽입하는 것이다. 동기 워드(SYNC_WORD)는 지상파 DMB 프레임의 시작점을

표시하기 위해 삽입한 상수 값으로, 본 발명에서는 12 바이트의 1F90CAE06F35073AB6F8C549(HEX)를 사용한다. 참고

로, 동기 워드(SYNC_WORD)는 12 바이트보다 작거나 크더라도 무방하며, 다른 값으로 정의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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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신호를 TDM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의 네 번째 원칙은, 12 바이트의 동기 워드(SYNC_WORD) 다음

에 1 바이트로 표현되는 앙상블 신호 ENS(C,N)를 삽입하는 것이다. 앙상블 신호 ENS(C,N)는, 여러 개의 지상파 DMB 앙

상블 신호를 TDM 신호로 구성하는 경우, 앙상블 조합법과 현재의 데이터가 몇 번째 지상파 DMB 앙상블로부터 온 것인지

를 나타낸다. 즉, ENS(C,N)에서 C는 앙상블을 조합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N은 지상파 DMB 앙상블 번호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앙상블 조합법에서는, C는 1의 값을 가지고, N은 지상파 DMB 사업자를 구분하는 값을 가지는 경우

(N=1,2,..., 6)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앙상블 조합법 1"로 부르기로 한다. 앙상블 조합법 1에 따른 앙상블 신호

ENS(C,N)의 비트 표현은 [표 6]과 같다.

[표 6]

[표 6]을 참조하면, 앙상블 신호 ENS(C,N)의 비트 표현에서 앞의 네 비트는 앙상블 조합법을 의미하며, "0000"은 앙상블

조합법 1을 의미한다. 그리고 "0000" 다음의 네 비트는, 해당 앙상블이 지상파 DMB 신호의 몇 번째 앙상블인가(즉, 지상

파 DMB 앙상블 번호)를 의미한다.

도 9은 지상파 DMB 앙상블이 6개인 경우, 본 발명에 따른 TDM 프레임의 구성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 및 도 9을 참조하면, 각 지상파 DMB 프레임의 첫 번째 바이트는 반전된 동기 바이트( )이며, 동기 워드(SYNC_

WORD)가 뒤따른다. 도 9에서, FILL Byte & FILL Block으로 표기된 부분은 도 8에 도시된 FILL 바이트 부분과, FILL 블

록 부분을 함께 표시한 부분이다. 도 9에 도시된 FILL Byte & FILL Block 영역의 크기는 [수학식 7]과 같다.

N_FILL_BYTE + 187 * N_FILL_BLOCK

= 132 + 187 * 5

= 1067 Byte

여기서, FILL 바이트 및 FILL 블록을 구성하는 모든 바이트의 값은 FF(Hex) 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위성 기반 지상파 DMB 시스템(200)의 지상국(110)에서는, 앞에서 설명된 첫 번

째 내지 네 번째 데이터 변환 규칙에 따라 지상파 DMB 신호를 TDM 신호로 변환하여 위성(120)으로 전송한다. 위성(120)

은 TDM 신호를 갭필러(130)에게 송신하고, 갭필러(130)는 위성(120)으로부터 수신된 TDM 신호를 지상파 DMB 신호로

재변환한다. 그리고 나서, 갭필러(130)는 변환된 지상파 DMB 신호를 OFDM 신호로 변조하여 수신기가 지상 송출국(10)

으로부터 OFDM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지역(30)으로 지상파 DMB 신호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갭필러(130)에

TDM 신호를 지상파 DMB 신호로 변환하는 구성과, 변환된 지상파 DMB 신호를 OFDM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구성이

구비되어야만 한다.

도 10는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갭필러(130)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로서, TDM 신호를 지상

파 DMB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도 10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갭필러(130)는 TDM 신호 수신부

(131), 지상파 DMB 프레임 생성부(135), 및 복수 개의 OFDM 전송부들(137-1 내지 137-N)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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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 신호 수신부(131)는, 위성(120)으로부터 TDM 방식의 신호를 수신한다. 지상파 DMB 프레임 생성부(135)는, TDM

신호 수신부(131)를 통해 수신된 TDM 방식의 신호를 지상파 DMB 신호로 변환한다. 그리고 복수 개의 OFDM 전송부들

(137-1 내지 137-N) 내부에는 복수 개의 OFDM 신호발생부들(138-1 내지 138-N)이 구비되어 있어, 지상파 DMB 프레

임 생성부(135)로부터 발생된 지상파 DMB 신호를 OFDM 신호로 변조한다. 그리고 변조된 200MHz 대역의 OFDM 신호

들(OFDM 신호 1 내지 OFDM 신호 N)을 송출한다. 각각의 OFDM 전송부들(137-1 내지 137-N)은 TDM 신호에 포함되

어 있는 동기 워드(SW) 및 앙상블 신호들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OFDM 앙상블(OFDM 신호 1 내지 OFDM 신호 N)을 복원

할 수 있다. 갭필러(130)에서 수행되는 TDM 신호에 대한 지상파 DMB 신호로의 변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상파 DMB 프레임 생성부(135)는 동기 워드(SW) 검출기(1351), 앙상블 검출기(1352), FBS(Frame Boundary Signal ;

프레임 경계 신호) 발생기(1353), 부가 정보 제거기(1355), 복수 개의 디멀티플렉서들(1357-1 내지 1357-N), 및 복수 개

의 비트 디맵퍼들(1359-1 내지 1359-N)로 구성된다.

동기 워드(SW) 검출기(1351)는 입력된 TDM 전송 프레임으로부터 동기 워드(SW)를 검출한다. 앙상블 검출기(1352)는

입력된 TDM 전송 프레임으로부터 앙상블 신호(ENS)를 검출한다. 도 5 내지 도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

라 구성된 TDM 신호는 각각의 전송 프레임의 폭(TF)마다 일정한 위치에서 동기 워드(SW)가 반복된다. TDM 전송 프레임

과,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OFDM 전송 프레임 사이의 전체적인 동기 상태는 동기 워드(SW) 이후의 앙상블 값이 변화하는

과정(ENS(1,1)->ENS(1,2)->...ENS(1,N)->ENS(1,1))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다. FBS 발생기(1353)는 검

출된 동기 워드(SW)와 앙상블 신호(ENS)에 응답해서 프레임 경계 신호(FBS)를 생성한다. 부가 정보 제거기(1355)는, 수

신된 TDM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동기 워드(SW)와 앙상블 신호(ENS), 그리고 FILL 바이트(또는 FILL 블록)를 제거한다.

부가 정보 제거기(1355)에서 제거되는 정보들은, 지상파 DMB 신호를 TDM 신호로 변환할 때 삽입된 부가 정보들로서, 수

신된 TDM 신호를 지상파 DMB 신호로 재구성할 때 제거된다.

디멀티플렉서들(1357-1 내지 1357-N)은, 부가 정보 제거기(1355)로부터 부가 정보(예를 들면, 동기 워드(SW)와 앙상블

신호(ENS), 그리고 FILL 바이트(또는 FILL 블록))가 제거된 TDM 신호를 받아들이고, FBS 발생기(1353)로부터 프레임

경계 신호(FBS)를 받아들인다. 디멀티플렉서들(1357-1 내지 1357-N)은, 프레임 경계 신호(FBS)를 이용하여 현재의 디

멀티플렉서들(1357-1 내지 1357-N)의 입력이 NULL(또는 TII) 구간인지, PRS 구간인지, FIC & MSC 구간인지를 알아

내고 프레임 정보와 함께, 입력된 신호를 대응되는 비트 디맵퍼(1359-1 내지 1359-N)로 전달한다.

비트 디맵퍼들(1359-1 내지 1359-N)은, 대응되는 디멀티플렉서(1357-1 내지 1357-N)로부터 입력된 신호와, FBS 발

생기(1353)로부터 발생된 프레임 경계 신호(FBS)를 받아들인다. 비트 디맵퍼들(1359-1 내지 1359-N)은 도 4에 도시된

비트맵퍼들(1151-1153)에서 수행된 매핑 동작과 반대로 수신된 데이터를 매핑한다. 예를 들면, 비트 디맵퍼(1359-1 내

지 1359-N)는, 수신된 신호가 NULL(또는 TII) 또는 PRS 구간에 해당되면, 두 비트(예를 들면, 11, 00, 01)를 하나의 값

(예를 들면, -1, 0, 1)으로 변환하고, 수신된 신호가 FIC 및 MSC 구간에 해당되면 한 비트(예를 들면, 0, 1)를 하나의 값

(예를 들면, )으로 각각 변환한다.

이때 지상파 DMB 프레임 생성부(135)에 의해 복원된 지상파 DMB 신호는, 엄밀히 말하면 OFDM 신호로 변조되기 바로

직전의 신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복원된 지상파 DMB 신호는 OFDM 신호발생부들(138-1 내지 138-N)을 통해 OFDM

신호로 변조된 후에 송출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지상파 DMB 시스템은, 같은 주파수 대역의 송수신 신호를 사용하는 기존의 RF

중계기 또는 광 링크 방식의 중계기 대신에,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송수신 신호를 사용하는 위성 링크를 사용하는 위성

기반 중계기를 지상파 DMB의 갭필러로 사용한다. 따라서, 갭필러에서 생기는 신호의 발진이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갭필

러의 송수신 안테나 설치에 대한 자유도를 높일 수 있고, 갭필러 시설의 규모 및 경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

른 지상파 DMB 시스템에서는 전송기 식별 정보(TII)와 같은 부가 정보를 갭필러를 통해 송수신하므로, 수신기가 어느 경

로를 통해 지상파 DMB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파 DMB 서비스에 대

한 과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지상파 DMB 방송 시스템을 상기한 도면을 통해 기술하였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응용 및 변경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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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

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

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지상파 DMB 시스템에 의하면, 같은 주파수 대역의 송수신 신호를 사용하는 기존의 RF 중계

기 또는 광 링크 방식의 중계기 대신에,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송수신 신호를 사용하는 위성 링크를 사용하는 위성 기반

중계기를 지상파 DMB의 갭필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갭필러에서 생기는 신호의 발진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갭필러의 송수신 안테나 설치에 대한 자유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갭필러 시설의 규모 및 경비가 줄어들

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지상파 DMB 시스템에서는 전송기 식별 정보(TII)와 같은 부가 정보를 갭필러를 통해 송수

신하므로, 수신기가 어느 경로를 통해 지상파 DMB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파 DMB 서비스에 대한 과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상송출국을 통해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복수 개의 수신기들에게 송신하는 지상 데이터 경로; 그리고

갭필러에게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갭필러에 수신된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상

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복수 개의 수신기들에게 송신하는 위성 데이터 경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방식(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OFDM)의 신호이고,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는,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시 분할 다중

방식(Time Division Multiplexer ; TDM)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 데이터 경로는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환하여 위성을

통해 상기 갭필러로 송신하는 지상국을 포함하되,

상기 지상국은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조되기 직전의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지상국은

상기 지상 송출국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받아들이는 신호 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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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복수 개의 심

볼들을 발생하는 심볼 발생부;

상기 심볼들에 응답해서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생성하는 프레임 생성부; 그리고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상기 위성으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

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심볼 발생부는, 상기 수신기들이 어느 갭필러를 통해 지상파 디엠비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전송기

식별 정보(TII)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심볼 발생부는, 널 심볼(NULL), 위상 레퍼런스 심볼(Phase Reference Symbol ; PRS), FIC 심볼(Fast Information

Channel), 및 MSC 심볼(Main Service Channel)을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심볼 발생부는

상기 전송기 식별 정보(TII)를 발생하는 제 1 심볼 발생기;

상기 널 심볼(NULL)을 발생하는 제 2 심볼 발생기;

상기 위상 레퍼런스 심볼(PRS)을 발생하는 제 3 심볼 발생기;

상기 FIC(Fast Information Channel) 심볼 및 상기 MSC(Main Service Channel)심볼을 발생하는 제 4 심볼 발생기; 그

리고

상기 제 1 심볼 발생기 및 상기 제 2 심볼 발생기에 연결되어, 상기 전송기 식별 정보(TII) 및 상기 널 심볼(NULL)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널 멀티플렉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생성부는

상기 전송기 식별 정보(TII)를 제 1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제 1 비트 맵퍼;

상기 위상 레퍼런스 심볼(PRS)을 상기 제 1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제 2 비트 맵퍼;

상기 FIC(Fast Information Channel) 및 MSC(Main Service Channel)를 제 2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제 3 비트 맵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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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내지 상기 제 3 비트 맵퍼의 상기 맵핑 결과를 다중화하는 바이트 멀티플렉서;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복수 개의 부가 정보들을 발생하는 부가정보 발생기;

상기 다중화 결과와 상기 부가정보들을 조합하여 소정 비트 수를 갖는 복수 개의 단위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위 데이터

발생기; 그리고

상기 각각의 단위 데이터들의 사이에 동기 정보를 삽입하는 동기정보 삽입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

비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정보 발생기는,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동기 워드(Sync Word ; SYNC_

WORD), 앙상블 신호(ENS), FILL 바이트, 및 FILL 블록 정보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데이터는 187 바이트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생성부는 상기 단위 데이터의 시작점을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시작점과 일치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생성부는 상기 단위 데이터의 시작점을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시작점과 일치시킴에 의해서

발생된 빈 공간을 상기 FILL 바이트로 채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데이터는 8의 배수 개만큼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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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위 데이터의 개수가 8의 배수 개가 아닌 경우, 단위 데이터의 말단에 상기 FILL 블록을 추가하여 상기 단위 데이터

개수가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5.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정보 삽입기는, 최초의 상기 단위 데이터와, 상기 최초의 단위 데이터 이후의 매 8번째 상기 단위 데이터마다 반

전된 동기 정보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6.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트 멀티플렉서는,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서브 캐리어 인덱스가 일 때, =가 1, 2, 3, …, 767,

768, -768, -767, …, -2, -1의 순서를 따라 바이트 단위의 다중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트 멀티플렉서는, 상기 바이트 단위의 다중화시 상기 제 1 비트 맵퍼 및 상기 제 2 비트 맵퍼의 상기 맵핑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 다중화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부터 순서대로 2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트 멀티플렉서는, 상기 바이트 단위의 다중화시 상기 제 3 비트 맵퍼의 상기 맵핑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 다중화

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부터 순서대로 1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19.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갭필러는

상기 위성으로부터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받아들이는 신호 수신부;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분석하여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생성하는 프레임 생성부; 그리고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복수 개의 수신기들에게 송

신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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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생성부는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부터 상기 동기 워드(Sync Word ; SYNC_WORD) 및 상기 앙상블 신호(ENS)를 검

출하는 정보 검출부;

상기 동기 워드(Sync Word ; SYNC_WORD) 및 상기 앙상블 신호(ENS)를 근거로 하여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프레임 경계를 추출하는 프레임 경계신호 발생기;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에 부가되어 있는 상기 부가 정보들을 제거하는 부가정보 제거기;

상기 프레임 경계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부가정보 제거기의 출력을 역 다중화하는 복수 개의 디멀티플렉서들; 그리고

상기 디멀티플렉서들의 출력을 상기 제 1 내지 제 3 비트 맵퍼의 상기 맵핑 방식과 반대로 맵핑하여, 복수 개의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들을 발생하는 복수 개의 비트 디맵퍼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상기 복수 개의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들을 복수 개의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들로

변조하는 신호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청구항 22.

(a)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지상송출국을 통해 복수 개의 수신기들에게 송신하고, 이와 동시에 제 2 타입의 지

상파 디엠비 신호를 위성을 통해 갭필러에게 송신하는 단계; 그리고

(b) 상기 갭필러에 수신된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환하여 복수

개의 수신기들에게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방식(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OFDM)의 신호이고,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는,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 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시 분할 다중

방식(Time Division Multiplexer ; TDM)의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조되기 직전의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이용하

여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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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지상 송출국 또는 방송국으로부터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계;

(b-2)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복수

개의 심볼들을 발생하는 단계;

(b-3) 상기 심볼들에 응답해서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b-4)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상기 위성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

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에서는, 상기 수신기들이 어느 갭필러를 통해 지상파 디엠비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전

송기 식별 정보(TII)가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에서는, 널 심볼(NULL), 위상 레퍼런스 심볼(Phase Reference Symbol ; PRS), FIC(Fast Information

Channel) 심볼, 및 MSC(Main Service Channel) 심볼이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

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는

(b-2-1) 상기 전송기 식별 정보(TII)를 발생하는 단계;

(b-2-2) 상기 널 심볼(NULL)을 발생하는 단계;

(b-2-3) 상기 위상 레퍼런스 심볼(PRS)을 발생하는 단계;

(b-2-4) 상기 FIC(Fast Information Channel) 및 MSC(Main Service Channel)를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b-2-5) 상기 전송기 식별 정보(TII) 및 상기 널 심볼(NULL)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b-3) 단계는

(b-3-1) 상기 전송기 식별 정보(TII)를 제 1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단계;

공개특허 10-2006-0095126

- 19 -



(b-3-2) 상기 위상 레퍼런스 심볼(PRS)을 상기 제 1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단계;

(b-3-3) 상기 FIC(Fast Information Channel) 및 MSC(Main Service Channel) 를 제 2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단계;

(b-3-4) 상기 (b-3-1) 내지 상기 (b-3-3)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맵핑 결과를 다중화하는 단계;

(b-3-5)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복수 개의 부가 정보들을 발생하는 단계;

(b-3-6) 상기 다중화 결과와 상기 부가정보들을 조합하여 소정 비트 수를 갖는 복수 개의 단위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b-3-7) 상기 복수 개의 단위 데이터들에게 동기 정보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

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b-3-5) 단계에서는,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동기 워드(Sync Word ; SYNC_

WORD), 앙상블 신호(ENS), FILL 바이트 정보, 및 FILL 블록 정보가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의 구성 방법.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데이터는 187 바이트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b-3) 단계에서는 상기 단위 데이터의 시작점과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시작점이 일치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b-3) 단계에서는 상기 단위 데이터의 시작점과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시작점이 일치됨에 의해 발

생된 빈 공간에 상기 FILL 바이트가 채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34.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데이터는 8의 배수 개만큼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공개특허 10-2006-0095126

- 20 -



청구항 35.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데이터의 개수가 8의 배수 개가 아닌 경우, 단위 데이터의 말단에 상기 FILL 블록을 추가하여 상기 단위 데이터

개수가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36.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b-3-7) 단계에서는,

최초의 상기 단위 데이터와, 상기 최초의 단위 데이터 이후의 매 8번째 상기 단위 데이터마다 반전된 동기정보가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37.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b-3-4) 단계에서는,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서브 캐리어 인덱스가 일 때, =가 1, 2, 3, …, 767,

768, -768, -767, …, -2, -1의 순서를 따라 바이트 단위의 다중화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의 구성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b-3-4) 단계에서는, 상기 바이트 단위의 다중화시 상기 (b-3-1) 단계및 상기 (b-3-2) 단계에서의 상기 맵핑 결과

에 대해서는 상기 다중화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부터 순서대로 2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

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b-3-4) 단계에서는, 상기 바이트 단위의 다중화시 상기 (b-3-3) 단계에서의 상기 맵핑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 다중

화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부터 순서대로 1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

성 방법.

청구항 40.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5) 상기 위성으로부터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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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분석하여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b-7)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복수 개의 수신기들

에게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b-6) 단계는

(b-6-1)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로부터 상기 동기 워드(Sync Word ; SYNC_WORD) 및 상기 앙상블 신호

(ENS)를 검출하는 단계;

(b-6-2) 상기 동기 워드(Sync Word ; SYNC_WORD) 및 상기 앙상블 신호(ENS)를 근거로 하여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프레임 경계를 추출하는 단계;

(b-6-3) 상기 제 2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에 부가되어 있는 상기 부가 정보들을 제거하는 단계;

(b-6-4) 상기 추출된 프레임 경계에 응답해서 상기 부가정보 제거기의 출력을 역 다중화하는 단계; 그리고

(b-6-5) 상기 역다중화된 결과를 상기 (b-3-1) 내지 상기 (b-3-3)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맵핑 방식과 반대로 맵핑하여,

복수 개의 상기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들을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

의 구성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b-7) 단계에서는 상기 복수 개의 제 3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들이 복수 개의 상기 제 1 타입의 지상파 디엠비 신

호들로 변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의 구성 방법.

청구항 43.

(a) 각각의 지상파 디엠비 프레임의 시작점과 일치되도록 복수 개의 단위 데이터들을 하나의 시 분할 다중방식(TDM) 프레

임에 할당하는 단계;

(b) 상기 시 분할 다중방식 프레임을 구성하는 단위 데이터들의 개수를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각각의 단위 데이터 영역에 상기 각각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를 삽입하는 단계;

(d) 상기 각각의 단위 데이터 내에서 상기 각각의 지상파 디엠비 신호들이 시작되는 위치에 동기 워드(SYNC_WORD)와

앙상블 데이터((ENS(C,N))를 각각 삽입하는 단계; 그리고

(e) 상기 각각의 단위 데이터 사이에 동기 정보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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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위 데이터 내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빈 공간에 FILL 바이트가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

비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청구항 45.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시 분할 다중방식 프레임을 구성하는 상기 단위 데이터들의 개수는 8의 배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

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데이터의 개수가 8의 배수 개가 아닌 경우, 단위 데이터의 말단에 상기 FILL 블록을 추가하여 상기 단위 데이터

개수가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청구항 47.

제 43 항에 있어서,

최초의 상기 단위 데이터와, 상기 최초의 단위 데이터 이후의 매 8번째 상기 단위 데이터마다 반전된 동기 정보가 삽입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청구항 48.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전송기 식별 정보(TII) 또는 널 심볼(NULL)과, 위상 레퍼런스 심볼(PRS)과, FIC(Fast Information Channel) 심볼,

및 MSC(Main Service Channel) 심볼을 발생하는 단계;

(c-2) 상기 전송기 식별 정보(TII)와 상기 위상 레퍼런스 심볼(PRS)을 각각 제 1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단계;

(c-3) 상기 FIC(Fast Information Channel) 심볼 및 상기 MSC(Main Service Channel) 심볼을 각각 제 2 맵핑 방식으로

맵핑하는 단계; 그리고

(c-4) 상기 맵핑 결과들을 다중화하여 상기 기준 데이터 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

엠비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c-4) 단계에서는, 상기 지상파 디엠비 신호의 서브 캐리어 인덱스가 일 때, =가 1, 2, 3, …, 767, 768, -768, -

767, …, -2, -1의 순서를 따라 바이트 단위의 다중화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을 위한 프레

임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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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c-4) 단계에서는, 상기 (c-2)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맵핑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 다중화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부

터 순서대로 2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청구항 51.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c-4) 단계에서는, 상기 (c-3)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맵핑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 다중화되는 바이트의 MSB 비트부

터 순서대로 1비트씩 데이터를 채워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디엠비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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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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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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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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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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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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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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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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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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