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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중 부호화 리드 솔로몬 코드에 대한 복호화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이중 부호화된 에러 정정 코드의 데이타 배열을 나타낸 도면.

제2도는 C1 복호화의 순서도.

제3도는 C 복호화의 1예의 순서도.

제4도와 제5도는 4개의 플래그를 갖는 C2 블럭을 위한 에러 패턴을 나타낸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의 C2복호화의 순서도.

제7도와 제8도는 C2블럭에 대한 잘못 정정 및 정정 불능정정에러 패턴을 나타낸 도면.

제9도는 제6도의 상세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대한 순서도.

제11도는 제10도의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의 1실시예의 블럭도.

제12도는 이중 부호화된 에러 정정 코드의 또 다른 예이다.

제13도는 본 발명이 제12도의 코드에 적용될 때의 C2복호화의 순서도.

제14도는 본 발명의 에러 정정 회로의 1실시예의 블럭도.

23-1

특1988-0000426



제15도는 DAD에 적용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순서도.

제16도는 제15도를 상세히 나타낸 순서도.

제17도는  제15도와  제16도의  실시예의  에러  검출  능력과  에러  정정  능력에  대한  종래의  장치와 비교
한 장치의 비교 특성 곡선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출원은  오가모도  히로오,  고바야시  마사하루,  니시무라겐조,  노꾸찌  다가하루,  아라이  다가오, 
시부야 도시후미의 "에러 정정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으로 1984년  6월  22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
원번호  No.  622,711에  관하여  이는  1983년  6월  22일에  제출된  No.  110931/83과  1983년  6월  20일에 
출원된  No.  130839/83과  1983년  11월  11일에  출원된  No.  210858/83인  일본  특허출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본 출원에 참조로 하여 통합시킨 것이다.

본  발명은  디지탈  신호  재생에서의  에러  정정,  특히  이중  부호화  리드  솔로몬(Reed  Solomon)코드와 
같은 에러정정 코드의 복호화에 적합한 에러 정정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디지탈  신호를  전송하는  많은  경우에,  검사워드는  송신국에서  붙여지고,  전송될  데이타의  에러는 전
송계에서  발생된  데이타  에러를  정정하기  위해  검사워드를  써서  수신국에서  검출,  정정된다. 대부분
의  경우,  효율적이며,  복호화하기  쉬운  BCH코드중의  하나인  리드  솔로몬  코드가  검사워드로서 사용
된다.  이중  부호화  리드  솔로몬  코드는  에러  정정  능력이  높고,  디지탈  오디오  디스크(DAD)와  PCM 
녹음기에서 사용된다.

제1도는 이중 부호화 리드 솔로몬 코드의 1예이다.

(1)은  정보워드,  (2)는  제1의  검사워드,  (3)은  제2의  검사워드이다.  부호화에서는  제1의  검사워드 
Q0, Q1, Q2, Q3가 12개의 정보워드 W0-W11에 부가된다.

12개의  정보워드와  4개의  제1의  검사워드로  구성된  블럭을 C2 블럭(5)라고  한다. C2 블럭(5)의 워드들

은  제1도에  도시한  배열  사이에  끼워진다.  제2의  검사워드 P0 와 P1 이 C2 블럭(5)의  정보워드 W0-W11 와 

제1의  검사워드 Q0 , Q1 , Q2 , Q3 에  부가된다.  12개의  정보워드와  제1의  4개의  검사워드,  제2의  2개의 

검사워드로  구성된  블럭을 C1 블럭이라고  한다.  복호화에서는, C1 블럭에  대한  에러  검출과  정정을 하

여  복호화  신호가  빼내어지고, C2 블럭에  대한  에러  검출과  정정을  하여  이  복호화된  신호가 출력된

다.

이중  부호화  장치에서는,  두  개의  다른  코드 블럭(C1 과   C2 )에  대해  2번  이상  복호화  함으로써  정정 

능력이  향상된다.  이와같은  이러  정정  장치는  1984년  3월  13일에  사코(Sako)에  의하여  미국  특허 
4,437,185로  등록되었다(영국  특허  GB  2079993A).  그러나  위와같은  복화호  장치에서는,  단지  하나 
또는  두  단어만이  정정되며,  그  코드의  고유의  정정  능력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다.  에러  검출 플
래그가 두번째 복호화에서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코드의 정정이 감소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중 부호화된 에러 정정 코드의 고유의 에러 검출 및 정정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에러 정정 방법 및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한 결해에 의하면, 에러의 수는 이중 부호화된 에러 정정 부호의 제2복호화에서 
검출되고,  소실과 에러 정정은 검출 결과에 따라 잘못 정정할 확률이 작을 때에만 영향을 받는 에러 
정정 방법 및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에러의  확률이  높고  에러가  적을  때  이중  부호화된  에러  정정의 
제2의 두번째 복호화에서 하나의 에러가 정정되며, 에러의 확율이 작은 에러는 순차적으로 
검출되고,  소실에  대한  정정  횟수는  여러  검출  및  정정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1의  복호화 결
과  나타나는  플래그의  상태와  검출  능력  결과에  따라  증가되는  에러  정정  방법  및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이중  부호화된  리드  솔로몬  코드와  같은  에러  정정  코드는 디지
탈  오디오  시스템의  디지탈  신호를  재생하는데  사용되며,  제1의  복호화와의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
가  부가되며,  신호는  에러  워드의  위치와  에러  패턴을  결정하여  플래그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제2의 
복호화에서  한번  이상  복호되며,  원하는  조건에  합당한  결과가  그  워드에  있는  에러를  정정하기 위
하여 선택되는에러 정정 방법 및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의  복호화는  이중  부호화된  에러  정정  부호에  따르고,  복호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가  부가된다. 
제2의  복호화에서,  복호는  플래그를  사용하여  한번  이상  영향을  받으며,  최적  복호화  방법이  복호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적  복호화  방법에  의한  복호  결과에  따라  에러  정정이  행하여진다. 따
라서 에러 검출 및 정정 능력은 향상된다.

제2의  복호화  방법에  대한  선택  평가기준은  제1의  복호화에서  부가된  플래그  발생확률,  에러  검출의 
실패의  확률,  제2의  복호화에서  코드  정정의  무능의  확률과  검출무능의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정정 
및 검출능력에 대한 조건이나 절충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  전에  본  발명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관련된  미국  출원번호  622,711의  발명을 
간단히  설명한다.  관련된  발명은  본  발명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종래의  기술로서  인용되지 않
았다. 본 명세서의 참고로서 삽입하였다.

관련된  출원에서는(1984년  6월  20일에  출원된  유럽  특허  출원번호  84107110.  3).  제1도의  복호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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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C 1  블럭에서 코드 길이가 18,  2개의  검사 헤드와 해밍(Hamming)거리  3이고, C2 블럭에서 코드 길

이가  16,  4개의  검사워드의  해밍거리  5인  리드  솔로몬  코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C1 복호화에서는 

하나의  에러  워드  정정이  가능하고, C2 복호화에서는  에러의  위치를  알  수  없는  S에러와  에러의 위치

를  알  수  있는  E에러에  대해서  2S  + E 4의  범위에서  4의  정정이  가능하다(이하,  전자를  에러로 후

자를 소실로 한다).

따라서, C1 복호화에서는  에러의  검출과  하나의  워드  정정을  행하며,  복호화  조건을  나타내는 플래그

가  각각의  워드에  부가되고, C2 복호화에서는  각  워드에  부가되는  플래그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세가

지 복호화중 하나를 행하는 것에 의해 오차 교정의 능력을 높일 수가 있다.

(1) S=2 E=0 : 2개까지의 오차를 정정.

(2) S=1 E=2 : 하나의 정정과 2개의 소실을 정정.

(3) S=0 E=4 : 4개의 소실을 정정.

제2도는 C1 복호화에  대한  순서도이다.  N(E)는 C1 복호화에서  에러가  하나일때  검출된  에러의  수이고, 

하나의  워드  정정이  수행된다. F0 플래그와 F1 플래그는 C1 복호화에서  복호화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

로서  사용된다. F0 플래그는  에러가  검출되었을때  "1"로  세트되고, F1 플래그는  둘  이상의  에러가  있어 

정정을  할  수  없을  때  "1"로  세트된다.  제3도는 C2 복호화에  대한  순서도이다. N(F0 )는 F0 플래그의 수

를 N(F1 )은 F1 플래그의  수를  나타낸다. C2 복호화에서  블럭의  플래그  수와  일치하는  에러  상태를 추측

하여  최적의  복호화  방법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예를들면 N(F0 )=4일  때,  즉, F0 플래그의 수(F1플래그

가  부가되어  있는  것도  포함)가  4일  때,  플래그가  부가된  위치는  에러의  위치(에러의  위치를  알고 
있는  에러)로서  추측하고  공식(3)으로  소실  정정을  한다.  제4도는  하나의   C2 블럭에  세개의  에러가 

포함된  경우의  예를  나타낸다.  (6)은 C1 블럭을  나타내고,  (7)은 C2 블럭을,  (8)은  플래그된  에러 워드

를,  (9)는  실제로  정정하는  플래그된  워드를  나타낸다.  이는  단어(9)가  있는 C1 블럭에서  에러가 있

음을 나타낸다.

C1 복호화에서  에러가  검출되면,  블럭에  있는  모든  워드(심벌들)에  플래그가  부가된다.  하나의 워드

에  에러가  있을  때에는 C1 복호화로  정정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워드에  오차가  있을  때에는,  맞는 

워드와 에러 워드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플래그된  맞는 워드와 플래그된 에러 워드가 있게 된다.

공식(3)의  소실  정정에서는  4개의  플래그된  에러워드까지  정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에러  위치  검출 
능력 F1 플래그 C2 블력이 없으므로 제5도의  블럭 7에서  워드 x로  표시된 것처럼 플래그되지 않은 에러

가  있을  경우  틀리게  정정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x위치에  있는  워드는  에러워드로  인식되지 않은
채  소실  정정이  되기  때문이다.  제5도에  도시한  예를보면,  (10)은  플래그  되지  않은  에러를 나타내
는데 C1 복호화  과정에서 에러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도에  도시한 P0 와 P1 과같이 C1

의  검사워드의  수가  작고  에러의  검출  능력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제1도
에서는  검사워드의 수가2(P0 , P1 )이므로  3개나  그  이상의  에러가  있으면  검출을  못할  수도  있다. 검

출을  실패했을  때의  잘못  정정을  막기  위해서 N(F0 )=4일때  에러  정정(1)이  실시된다.  이  경우는 검

출 실패에 의해 플래그되지 않은 에러가 검출될 수  있고,  하나의 플래그된 워드가 하나 이하라면 정
정한다.  그러나, C1 복호화  후에  에러  정정(1) (S 2,  E=0)을  하면,  제4도처럼  3개  이상의  에러가 있

을때  에러는  정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정정  능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
한 것이다.

본 발명의 1실시예는 제1도에 도시한 에러 정정 코드를 참고로하여 설명한다.

상술한  바와같이,  제1도의  에러  정정  코드를  복호화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워  드에  러는 C1복호

화서  정정되고,  2워드의  정정,  1워드의  정정과  2워드의  소실  정정,  또는  4워드의  소실  정정은 C2복

호화에서 한다.

C1 복호화에서,  에러의  검출과  하나의  워드의  정정은  제2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에러가 검

출되면 F0플래그가 부가되고, 에러가 정정 불능이면, 각각의 워드에 F1플래그가 부가된다.

C2복호화에 대한 순서도가 있는 제6도와 제9도를 참고로 C2복호화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9도는  제6도에  도시한  본  발명의  에러  정정  방법을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L(F0 )와 L(F1 )은 C2복호

화와 F0 로  플래그되거나 F1 으로  플래그된  위치에  의해  검출된  에러  위치의  일치된  수이다.  F는  정정 

불능워드에  부가된  정정  불능  플래그이다.  F=1이면 C2 블럭의  모든  워드가  플래그되고, F=F0 이면 F0 로 

플래그된  워드만이  플래그된다.  F로  플래그된  워드에  대해서는  평균  보간법으로  재생시  에러가 은폐
된다. 

(1) 우선, S=2, E=0로 복호화를 행한다. 임의의 위치에서 2워드의 에러까지 검출할 수 있다. 

에러의  수가  2개  이하이면,  잘못  정정의  확률은  블럭의  플래그수와  에러의  위치에  부가되는 플래그
에  따라  결정되고,  그  확률이  작으면  정정을  실행된다.  잘못  정정의  확률이  높으면  에러는  정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검출된  에러의  수가  하나(N(E)=1)일때, F1 플래그가  검출된  에러  위치에 부가되

었는지  검사한다.  그것이부가되었다면  (L(F)=1),  복호화된  결과는  옳고  에러  정정이  실행된다. F1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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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그가  부가되지  않았다면  (L(F)=0), F1 플래그의  수를  검사한다. F1 플래그의  수가 3이하(N(F1)=3)이

면,  복호화된  결과는  옳고  에러  정정이  실행된다. F1 플래그의  수가  3보다  크면(N(F)＞3),  잘못 정정

할 확률이 높아서 정정을 실행할 수 없다.

복호화된  결과의  진위를  검사하는  플래그  수의  임계치는 L(F1 )과 N(F1 )의  다양한  값에  대한  잘못 정

정의 확률을 미리 계산함으로써 결정된다.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히데끼  이마이와  야수지  나가사카의  "이중  부호화  시스템의  복호화  방법" 
Journal  of  Association  of  Electronics  and  Electrical  Communication  of  JAPAN,  Vol.  J65-A,  No. 
12, Page 1254-1261.

December  1982와  야시로의  "리드-솔로몬  코드의  상호  삽입법에  관한  복호화  특성",  (앞과  동일 
잡지) J66-A, No. 3, pp. 284-285, March 1983에 기술되어 있다.

5의  해밍  거리를  갖는  리드  솔로몬  코드에,  e  + N(E) 0일때  잘못  정정의  확률은  높다(여기에서 e는 

실제의  에러수이다).  N(E)=1이고  하나의  워드의  에러가  정정되었을  때,  블럭에  4개  이상의  에러가 
포함되어  있으면  잘못  정정이  발생한다. N(F1 )＞3이면,  4개  이상의  에러가  포함될  확률은  더 높아지

고,  제7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잘못 정정을 실행하게 된다.  제7도에서,  (90)은  잘못 정정에 의한 에
러로서 맞는 심벌이나 워드가 결정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2)  3개  이상의  에러가  (1)에서  검출되고 F0 플래그의  수가  3이면, F0 플래그에  부가되어  있는 세워드

중  두  개가  소실되고  S=1,  E=2인  복호화가  실행된다.  플래그된  워드들에서만  에러가  검출되었을 경
우에는 복호화 결과를 사용하여 정정을 실행한다.

(3)  3개  이상의  에러가  (1)에서  검출되고 F0 플래그의  수가  4이면,  4개의  플래그된  워드들은 소실되

고 S=0과 E=4인 복호화가 실행되어 4개의 워드 정정이 이루어진다.

(4)  3개  이상의  에러가(1)에서  검출되고 F0 플래그의  수가  5  이상이고 F1 플래그의수가  3이면 F1플래그

에  부가되어  있는  3개의  워드중  2개가  소실되고,  S=1과  E=2인  복호화가  실행된다. F1 으로  플래그된 

워드들에서만 에러가 검출되면, 복호화된 결과를 사용하여 정정을 행한다.

(5)  2  내지  3개의  에러가  (1)에서  검출되고  (2)-(4)의  정정  조건에  맞지  않으면,  에러는  정정 불능
이 된다.

서로  다른  복호화  방법으로  두번  복호화함으로써  복호화를  한번했을  경우  발생하는  정정  불능이나 
잘못  정정된  에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예를들면,  제4도의  에는(3)의  방법으로  정정이  가능하고 제
5도의  에는  (1)의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N(F0 )=0,  즉,  제8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2개  이상의 

플래그된  에러를  포함하고  플래그되지  않은  에러도  포함하는  경우에는(1)-(5)까지의  방법으로 에러
는  정정  불능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소실위치를  바꾸면서  복호화  횟수를  증가시키고  S=1과  E=2인 복
호화를  실행함으로써,  3개의  에러까지는  정정이  된다.  (1)-(5)에서  복호화가  두번  실행되는  동안, 
동시에 서로 다른 복호화를 할 수 있고, 복호화를 수행한 후에 최적의 복호화 방법의 결정 할 수 있
고, 최적 복호화 방법에 의한 복호화 결과를 사용하여 에러 정정을 할 수 있다.

제9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C1 복호화에  기부된 F1 플래그와 F0 플래그를  사용하여  복호화  결과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잘못  정정의  확률이  낮아지고  에러  검출과  정정  능력을  개선하여  훨씬  효율적으로 에
러를 정정할 수 있다.

제10도는  동시에  실행되는  2개의  다른 C2 복호화의  순서도이다.  "복호화  1"에서는  S=2와  E=0인 복호

화(1)이  실행되고,  검출된  에러의  수가  2개  이하이면  복호화  결과를  사용하여  정정이  되고,  2개 이
상이면  정정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CS는  "1"로  세트된다.  "복호화  2"에서는,  S=1과  E=2인 복호화
(2)  또는  S=0과  E=4인  복호화(3)이  실행되고,  CS=1이면  복호화  결과를  사용하여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0도의 방법에서, 동시에 실행하는 2개의 다른 복호화 회로를 사용하는 복호기 2개를 써야 
하지만, 복호화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

제11도는  제10도의  방법에  따른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장치의  1실시에이다.  (100)과 
(101)은  14제도에  상세히  도시한  에러  정정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회로(100)은  "복호화  1"의 복호
화를  실행하고,  회로(101)은  "복호화  2"의  복호화를  실행한다.  (102)는  입출력  제어회로,  (103)은 
래지스터, (104)는 입력버퍼, (105)는 출력버퍼, (106)은 AND회로를, 그리고 (107)은 인버터
(inverter)를 나타낸다.

에러  정정  회로(100)과  (101)에  수신  신호가  동시에  가해진다.  "복호화  1"과  "복호화  2"의  복호화는 
나란히  실행된다.  "복호화  1"에서  검출된  에러의  수가  2개  이하이면,  레지스터(103)에  "0"이 로드
(load)되고,  에러의  수가  2개  이상이면  레지스터(103)에  "1"이  로드된다.  레지스터(103)의  내용이 
"0"이  될때,  에러  정정  회로(100)의  출력  버퍼는  에러  정정  모드로  선택되고,  "복호화  1"의  결과에 
따라 에러가 정정되거나 정정 불능 플래그가 세트된다.

본  발명의  에러  정정  방법은  또한  제1도에  도시한  것  이외의  다른  이중  부호화된  에러  정정 코드에
도  적용할  수  있다.  제12도와  제13도는  본  발명의  에러  정정  방법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
다.  (11)은  정보  워드,  (12)는  제1의  검사워드,  (13)은  제2의  검사워드를  나타낸다.  부호화는  즉, 

24개의  정보워드 Wi
0
~Wi23 (i=0~29)에  대하여  제1의  검사  워드 Wio~Wi7 를  부가하여 C2 블럭(15)를 형성한

다.  그  다음  제2의  검사워드 P0j~W29j (j=0~23)는  30개의  정보  워드 W0j~W29j (j=0~23)  또는  30개의  제1의 

검사워드 Q0k~Q29k (k=0~7)를  부가하여 C1 블럭(14)를  형성한다.  복호화는, C1 블럭에서  에러의  검출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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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실행된 후 C2블럭에서 에러의 검출과 정정이 수행된다.

C1 블럭은  코드  길이  32,  2개의  검사  워드,  해밍  거리  3을  갖는  리드  솔로몬  코드를  사용한다. 따라

서,  1워드  에러  정정이  가능하고 C1 의  복호화는  제2도에  도시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C2 블럭은  코드 

길이 32, 8개의 검사워드 해밍 거리 9를 갖는 리드 솔로몬 코드를 사용한다.

그에 따라 2S  + E 8의  범위내에서 오차를 정정할 수가 있다. C2 복호화 과정은 제10도에 도시한 순서

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1)  S=4와  E=0으로  복호화를  행하므로  4개의  에러  워드  위치까지를  검출할  수  있다.  검출된  에러의 
수가  3개  이하이거나,  에러의  수가  4개이고  잘못  정정할  확률이  낮을  경우에는,  3개나  4개의  에러 
워드가 정정된다.

(2)  (1)에서 검출된 에러의 수가 5개  이상이고 F0 플래그의 수가 4개인 경우, F0 로  플래그된 4개의 워

드가  소실되고,  S=2와  E=4인  복호화가  실행된다.  검출된  에러의  수가  2개이면  4개에서  6개까지의 에
러 워드가 정정된다.

(3)  (1)에서  검출된  에러의  수가  5개  이상이고 F0 플래그의  수가  5개이면, F0 로  플래그된  5개의 워드

가 소실되고, 검출된 에러의 수가 1개 이하이면 5개에서 6개까지의 에러 워드가 정정된다.

(4)  (1)에서  검출된  에러의  수가  5개  이상이고 F0 플래그의  수가  6개이면, F0 로  플래그된  5개의 워드

가 소실되고,  S=1과  E=6인  복호화가 실행된다.  검출된 에러의 수가 1개  이하이면 6개  내지 7개의 에
러 워드가 정정된다.

(5)  (1)에서  검출된  에러의  수가  5개  이상이고 F0 플래그의  수가  7개이면, F0 로  플래그된  6개의 워드

가  소실되고  S=1과  E=6인  복호화가  실행된다.  플래그된  워드들  사이에서만  에러가  발생하면,  6개 내
지 7개의 에러 워드가 정정된다.

(6)  (1)에서  검출된  에러의  수가  5개  이상이고 F0 플래그의  수가  8개이면, F0 로  플래그된  8개의 워드

가 소실되고 S=0와 S=8인 복호화가 실행되어 8개의 에러 워드가 정정된다.

(7) (1)~(6)까지의 정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러는 정정불능이다(F=1, F=F0).

본 발명의 에러 정정 방법을 사용한 에러 정정 장치에 대해서 제14도에 의해 설명한다.

제14도는  에러  정정  장치의  블럭도이다.  (17)-(16)는  버스라인,  (20)은  신드롬(syndrom)발생기, 
(21)과 (22)는 ROM, (24)는 논리 연산부, (25), (27) 및 (29)는 RAM, (26)은 계수기, (28)은 
비교기,  (30)은  점프(jump)조건  판단  회로,  (31)은  프로그램  ROM,  (32)는  어드레스  계수기를 나타낸
다.

본  회로는  3개의  버스라인,  버스라인에  연결된  회로와  프로그램에  의해  회로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
어회로로  구성된다.  버스라인(17)은  수신된  신호와  에러  패턴(pattern)  등의  데이타를  교환하기 위
한  데이타  버스,  버스라인(18)은  데이타  위치등의  데이타를  교환하기  위한  위치(location)버스, 버
스라인(19)는  데이타에  부가되는  플래그  데이타를  교환하는  플래그  버스이다.  데이타  입출력 단자
(38), 어드레스 입출력 단자(39), 플래그 입출력 단자(40)은 각각의 버스에 연결되어 있다.

신드롬 발생기(20)은 데이타 입출력 단자(38)에 수신된 신호로 신드롬을 발생한다.

논리연산부(24)는  신드롬  발생기에서  나온  신드롬에  의해  에러  위치와  에러  패턴을  결정한다. 연산

논리부(24)는 갈로이스(Galois)필드(2
8
)에서 곱셈 나눗셈 그리고 덧셈을 실행한다.

RAM(25)는  신드롬과  연산논리부(24)의  연산결과를  기억한다.  (23)은  데이타  버스(17)에  있는 데이타
가 0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8입력 OR회로를 표시한다.

ROM(21)과  (22)는  데이타  버스17(i와  α)과  위치  버스(18)의  데이타를  변환한다.  데이타버스상에서 
데이타는  벡버로  표시되고,  위치  버스상에서  데이타는  거듭  제곱  형태로  표시된다.  따라서  데이타를 
데이타버스(17)과  위치버스(18)사이에서  교환하고자  할때,  데이타는  ROM(21)이나  (22)에  의해  i에서 

또는 α
i
에서 i로 변환을 행할 필요가 있다.

계수기(26)은  1개의  블럭내에  있는  플래그의  수를  계수한다.  제2의  복호화에서,  계수기(26)은 F0 와 

F1 의  수를  계수하고,  그  수를  비교기(28)에  의해서  소정의  수와  비교하고  어떤  워드의  정정을 행하

는가, 또는 정정을 행하는가 정정을 행하지 않는 정정 불능으로 하는가 등의 판단을 행한다.

RAM(27)은  계수기(26)에  의해  계수된  플래그의  수와  에러의  위치를  기억한다.  비교기(28)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정의  수와  플래그의  수를  비교하고  복호화  과정에서의  데이타와  상수의  비교로 
사용된다.

RAM(29)는  제2의  복호화에  있어서  데이타에  부가되어  있는  제1의  복호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플래그 
F0 , F1 을  기억한다.  RAM(29)에  기억되어  있는  플래그의  상태는  복호화로  결정된  에러  위치에서 플래

그의 유무를 검사할때 사용된다.

점프조건  판단회로(30)은  프로그램의  분기(branch)가  OR회로(23)과  비교기(28)에  의해  결정된 결과
와 RAM(29)에 기억되어 있는 플래그 상태에 따라서 실행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ROM(31)은  복호화를  실행하는  상기  회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한다.  (33)은 버스라인
과  비교기에  입력되는  상수와  RAM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명령  신호를  표시한다.  (34)는  프로그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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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조건을  결정하는  명령신호를  나타낸다.  점프조건  판단회로(30)에서는  신호(34)의  내용과 OR회
로(23),  비교기(28),  RAM(29)  등의  상황을  비교하여  분기를  행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35)는 분
기하는  경우  분기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한  명령  신호이고,  (36)은  버스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버
퍼와 레지스터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표시한다.

계수기(32)는 프로그램 어드레스를 제어한다.

계수기(32)는  주  클럭  입력(41)로부터  공급되는  클럭에  의해  프로그램ROM(31)의  어드레스를 진행하
여  프로그램을  실행되도록  한다.  프로그램이  분기될때,  어드레스(35)로의  분기는  분기명령(37)에 의
해  계수기(32)에  로드하여  프로그램을  분기시킨다.  입력단자(42)는  프로그램이  시작될때 계수기(3
2)를 리세트하는 신호를 입력하는 것이다.

에러를  정정하는데에  있어서,  수신신호를  입력하고  신드롬의  발생을  행하여 C2 복호화  과정에서 플래

그의  수가  계수되고,  플래그의  상태는RAM(29)에  기억된다.  다음에  복호화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 실
행되고,  에러  위치  및  에러  패턴은  논리연산부에  의해  결정되며  에러가  있는  데이타는  정정이  된다. 
C 1  복호화와 C 2  복호화에서  정정  불능이면,  플래그  입출력(40)으로부터  데이타에  부가된  플래그를 출

력한다.

상술한  바와같이,  본  실시예의  에러  정정  장치에  따르면,  회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어되며, 제15
도와  제16도의  실시예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로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으며,  다른 
에러 정정 코드의 복호화는 단지 프로그램을 변경만으로 할 수 있다.

제15도와  제16도는  디지탈  오디오  디스크에  사용된  상호  삽입  리드  솔로몬  코드(영국  특허명세서  GB 
2076569A)에  적용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코드는 C 1  블럭에  대하여  리드  솔로몬 

코드를 사용하는데,  코드 길이는 32,  검사어의 수는 4,  해밍 거리는 5이고, C 2  블럭에 대한 리드 솔

로몬 코드는 코드 길이가 28, 검사어의 수는 4, 해밍 거리는 5이다.

상호  삽입  리드  솔로몬  코드의  복호  회로는  재생신호  입력단, C 1  복호기,  제거회로, C 2  복호기와 출

력신호단으로  구성한다.  복호화에서,  32워드  재생신호는 C1 복호화된  것이다. C1 복호화한  후에 24-워

드 정보와 C2 검사워드는 제거되고, 복호 결과로서 24워드 정보를 만들기 위하여 C2-복호화된다.

제15도는 C 1 복호화의  순서도이다.  상술한  바와같이, C 1 코드는  최소거리  5를  갖는  리드  솔로몬 코드

를 사용한다. 따라서 1워드 또는 2워드 에러 정정이 될 수 있다.

 C 1 복호화에서, 3  또는 그 이상의 에러 워드 때문에 에러가 없거나, 1워드 정정,2워드 정정 혹은 정

정 불능 에러가 생길 수 있다.  표1에 도시한 3개의 플래그 F0 , F1 , F2는  4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플래

그로서 C 1  블럭상에  워드로  부가된다.  실제로 C 1  플래그  정보는  블럭당  2-비트정보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표 1]

 C1 플래그

제16도는 C 2  복호화의  순서도이다. C 2  복호화에서, C 1   복호화에  플래그가  부가되던  워드는  소실되며, 

소실  정정이  실행된다.  따라서,  에러  정정이  제9도에서  행하여  졌던  것과  같이  2S  + 4E 4의 범위내

에서 행하여진다.

복호화(1) : 2워드 에러 정정.

복호화(2) : 2워드 소실+1워드 정정.

복호화(3) : 4워드 소실 정정.

에러  정정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복호화(2)와  복호화(3)에  의하여  많은  에러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실  정정은  검출  능력이  낮으며,  정정  능력이  선택된  소실에  따라서  감쇄된다. 
에러  정정  능력과  검출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복호화(2)  또는  복호화(3)이  잘못  정정  확율이 낮
을 때에만 영향을 받도록 복호화 알고리즘(algorithm)이 사용될 수 있다.

C2복호화를 위한 특수 알고리즘은 제16도를 참고로하여 설명한다.

(1). S=2이고 E=0인 복호화가 첫번째로 실행된다.

그래서,  임의 위치에서 2워드 에러까지 검출될 수  있다.  검출된 에러의 수가 2  이하일 때,  블럭에서 
플래그  수와  에러위치에  부가된  플래그의  존재  유무의  판단에  따라  잘못  정정의  확율이  낯을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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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된다. 잘못 정정의 확율이 높으면, 에러는 정정할 수 없다.

(2).  (1)에서 검출된 에러의 수가 3이상이고 F 1  플래그의 수가 3개이라면,  2  또는 3개의 F0 로 플래그

로된 워드들이 소실되고 S=1이고 E=2인 복호화가 실행된다.

단지 플래그된 워드들에서 에러가 검출된다면, 복호화 결과를 사용하여 정정이 된다.

(3).  (1)에서  검출된  에러의  수가  3개이상이고, F 1  플래그의  수가  3개  이상이면 F 2  플래그의  수가  2 

또는  3개라면,  2개의 F2 로  플래그된  워드가  소실되고,  S=1이고  E=2인  복호화가  실행된다.  만일 F1으

로 플래그된 워드에서만 에러가 검출된다면, 복호화 결과를 사용하여 정정이 된다.

(4).  (1)에서  검출된  에러의  수가  3개  이상이고  정정조건(2)나  (3)이  맞지  않는다면,  에러는  정정 
불능이다.

제17도는  제15도와  제16도에  도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와  종래의  장치에서의  에러  정정  능력과  에러 
검출  능력의  비교를  도시한  것이다.  제17도에서,  가로축은  워드  에러비율이고,  세로축은  에러 정정
후의 에러 확율을 나타낸다.

곡선Ⅰ는  사코(Sako)  등에  의하여  미국  특허  443785에서  공개된  종래의  장치에서의  교정  능력과 검
출  능력을  나타낸다.  이  정정  방법에서는,  단지  하나의  플래그(포인터(pointer)코드  신호)가  제1의 
C 1  복호화에서의  각  워드  신호에  부가되고,  2개의  에러가  다음의 C 2  복호화에서  정정될  수  있다. 곡

선  Ⅱ는  위와  관련된  출원에서  공개된  정정  방법에  의한  정정  능력과  검출  능력을  나타낸다.  이 방
법에서, C 2  복호화는  3개의  복호화,  즉  에러  정정,  에러  및  소실  정정과  소실  정정에  의한  정정 과

정을  사용한다.  곡선Ⅲ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정정  능력과  검출  능력을  나타낸다.  위와  관련된 
출원의 정정 과정은 정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욱 개선이 된다.

제17도의  특성  곡선에서,  검출  능력은  실제적으로  Ⅰ-Ⅲ의  각  경우와  동일하다.  반면에,  워드  에러 

비율이 10
-3
에서의 특성 곡선 Ⅱ의 정정 능력은 특성 곡선 Ⅰ의 정정 능력보다 2차수가 높으며,  특성 

곡선 Ⅲ의 정정 능력은 특성 곡선 Ⅰ의 능력보다 4차수가 높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  제1의  배열에  배열된  여러개의  정보  워드와  상기  정보  워드에  대하여  해밍  거리 d1 를  갖는 

코드에  의해  생성한  여러개의  제1의  검사  워드를  포함하는  제1의  코드블럭과,  제2의  배열에  배열된 
여러개의 정보 워드,  각각 다른 상기 제1의  블럭에 속하는 여러개의 정보 워드와 제1의  검사 워드를 
갖는  여러개의  제1의  검사워드와  상기  여러개의  정보워드와  상기  여러개의  제1의  검사워드에  대하여 
해밍  거리 d2 를  갖는  코드에  의해  생성된  여러개의  제2의  검사  워드를  포함하는제2의  코드  블럭을 

갖는  복호화  코드  워드에  있어서,  (a).  제1의  복호화  단ㅇ서,  적어도  상기  제2의  코드  블럭에  대한 
에러를  검출하고  적어도  복호화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의  한  형태를  부가하는  공정과,  (b).  제2의 
복호화  단에서,  상기  제1의  코드  블럭에  대한  에러를  검출하고 2S2+E d1 -1을  만족하는 S 2  워드 에러

와  E워드  소실을  정정하는  것에서, S2 는  위치를  모르는  워드  에러의  수이고  E는  소실된  수이며, 여

러개의 S2 와  E의  조합에  대하여  에러의  위치와  패턴을  결정하며,  여러개의  결정된  에러의  위치와 에

러 패턴에 따라 정정의 고능력과 잘못 정정의 저확률을 갖는 S2와  E의 조합을 결정하고, S2와  E의 선

택된  조합의  에러  위치와  에러  패턴에  따라  제2의  복호화  단에서  워드에러를  정정하는  공정을 포함
하는 에러 정정방법.

청구항 2 

(정정)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에러를  검출하는  공정은, 2S1 d2 -1에서, S1 워드에 

대한 에러 검출과 에러 정정을 포함하는 에러 정정 방법.

청구항 3 

(정정)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복호화  단에서,  에러  위치와  에러  패턴들이 
2S2+E d1 -1을  만족하는 S2 와  E의  여러개의  조합에  대하여  병렬로  또는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에러 정

정 방법.

청구항 4 

(정정)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워드는  이중  부호화된  리드  솔로몬  코드인  에러 
정정 방법.

청구항 5 

(정정)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워드는  이중  부호화된  주기적  중복  검사  코드인 
에러 정정 방법.

청구항 6 

  (정정)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단일  블럭에서  플래그의  수와  복호화  결과에  의하여 결
정된  잘못  정정의  최소  확률을  갖는 S2 와  E으이  조합의  복호  결과가  에러  위치와  에러  패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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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복호  결과로부터  선택되고,  워드  에러는  선택된  복호  결과에  따라  정정되는  에러  정정 방
법.

청구항 7 

(정정)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에러  정정  방법에  있어서,  입력  신호로부터  신드롬을 발생하
기  위한  신드롬  발생기,  갈로이스  필드에서  덧셈,  나눗셈과  곱셈을  실행하기  위한  논리  연산부, 갈
로이스 영역의 임의 차원 αi에서 αi를 i  또는 i를 αi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회로,  입력 워드에 부
가되는  여러개의  형태의  플래그를  계수하기  위한  계수기,  상기  신드롬  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신드
롬,  상기  논리연산부의  결과,  상기  변환회로의  변환결과,  상기  계수기에  의해  계수되는  플래그된 입
력 워드의 플래그의 수와 상기 입력 신호에 부가된 플래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 회로.  논리 연산
회로,  상기  변환회로,  상기  기억회로를  제어하여  에러  정정  동작을  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
한  프로그램  기억회로와,  상기  프로그램과  플래그의  상태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기억회로의 어드레
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로를 포함하는 에러 정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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