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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에 적용하기 위한메모리 장치와 메모리 액세스 방법 및 그 메모

리 장치를구비한 리드-솔로몬 디코더

요약

고속 블럭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에서 메모리 액세스 속도를 빠르게 하여 고속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RAM,

메모리 액세스 방법 및 고속 블럭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가 개시된다.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의 기입과 데이

터의 독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상기 RAM은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며, 제 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다수개

의 뱅크들 중에서 제 1뱅크가 선택되는 경우 상기 제 1뱅크로 소정의 데이터가 기입되고, 제 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상기 제 2뱅크가 선택되는 경우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상기 RAM의 외부로 

독출하고, 상기 제 1뱅크와 상기 제 2뱅크는 상기 매 프레임마다 소정의 오프 셋을 갖는다. 상기 제 1제어신호는 상기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선택신호와 상기 제 1뱅크로 상기 소정의 데이터의 기입을 명령하는 기입 명령신호를 

구비하고, 상기 제 2제어신호는 제 2뱅크를 선택하는 제 2뱅크 선택신호와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데이터의 독출을 

명령하는 독출 명령신호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6뱅크를 갖는 하나의 램을 구비하는 블록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를 나타내

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각 블록의 레이턴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등록특허  10-0403634

- 2 -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6뱅크로 구성되는 하나의 램의 블락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6뱅크로 구성되는 하나의 램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

다.

도 5 및 도 6은 도 3의 6뱅크로 구성되는 하나의 램에서 기입 및 독출시의 뱅크 선택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도 1의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프로세스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드-솔로몬 디코더(Reed-Solomon Decoder)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고속 블락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high speed pipeline Reed-Solomon decoder)에 적용하기 위한 메모리 장치와 메모리 액세스 방법 및 그 메

모리 장치를 구비한 리드-솔로몬 디코더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채널이나 미디어에서 생성되는 에러의 복원 기술도 함께 발달되어 왔

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의 에러 정정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선형 블럭 코드의 일종인 리드-솔로몬(Reed

-Solomon) 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드-솔로몬 인코더는 2t의 패리티 기호를 k개의 데이터 기호에

부가함으로써 n(예를 들어, 8-바이트)개의 기호를 포함한 코드워드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2t=n-k로 표현된다. 또한, 리드 솔로몬 코드워드는 공통적으로 문자 RS(n, k)로 표현된다. 리드-솔로몬 코

드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강력한 에러 정정 능력과 효율적인 인코딩 및 디코딩 절차에 의해

서라 할 수 있다.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디코딩 과정은 인코딩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또한, 고속의 디지털 데이터 프로세

싱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디코딩 하드웨어에서도 고속의 디지털 프로세싱이 가능한 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5단계 또는 4단계의 과정을 실행하는 처리 블럭으로 구성된다. 즉, 에러 정정 및 

이레이져 정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5단계로 구분될 수 있고, 에러 정정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에러 및 이레이져 정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통하여 디코딩을 수행

한다.

먼저, 제1단계의 처리 블럭(s1)에서는 입력 데이터에 응답하여 신드롬을 생성하고, 입력 데이터에 동기되어 인가되는

이레이져 플래그를 카운팅 및 버퍼링한다. 또한, 제2단계의 처리 블록(s2)은 버퍼링된 이레이져 플래그에 응답하여 

신드롬을 변형하고, 이레이져 위치(locator) 다항식을 생성한다.

제 3단계의 처리 블록(s3)은 변형된 신드롬과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에 의해 에러 위치 다항식과 에러 값 다항식의 계

수를 구한다. 유클리드(Euclid) 알고리듬이 다항식의 계수를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 4단계의 처리 블록(s4)은 

제3단계의 처리 블럭(s3)에서 구해진 다항식의 계수를 갖는 에러 위치 다항식과 에러 값 다항식으로부터 치엔(chien)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에러 값과 에러 위치를 구한다.

제 5단계의 처리 블록(s5)은 제 4단계의 처리 블록(s4)에서 구해진 에러 위치와 에러 값에 의해 입력 데이터의 에러를

정정한다. 그러나 리드-솔로몬 디코딩 과정에서 에러 정정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 2단계의 처리 블록(s2)은 생략되

므로 전체적인 디코딩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리드-솔로몬 디코딩 과정에서 제 1단계의 처리 블록(s1) 및 제 5단계의 처리 블록(s5)(에러 정정만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제4단계)은 메모리 액세스를 요구한다. 즉, 제 1단계의 처리 블록(s1)은 입력되는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하여 메모리를 사용하고, 제 5단계의 처리 블록(s5)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타를 독출하여 에러를 정정한다. 따라

서, 메모리 액세스에 요구되는 시간은 각 디코딩 단계를 수 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 많은 시스템들이 고속 동작을 요구하므로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각 단계를 실행하는 블럭들은 파이프라인 구

조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이러한 경우에 각 단계의 래이턴시(latency) 중에서 가장 높은 래이턴시를 나타내는 단계가 

한 프레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방해 요소(bottleneck)로서 작용한다.

최근 한 프레임의 데이터 길이가 n이라 할 때, 각 단계별 최대 래이턴시는 n사이클 이내가 되도록 구현되었다. 그러나

한 프레임의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전술한 제 1단계와 제 5단계의 메모리 액세스 횟수는 2n사이클 이상의 

시간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메모리 액세스에 요구되는 시간이 각 단계의 블럭 레이턴시에 비해 2배 이상이 되어 전체 회로의 동작 속

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에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입하는데 이용하는 데이터 입

력 클럭 신호보다 각 디코딩 단계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클럭 신호의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용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시스템 클럭 신호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짐에 따라 파워 소모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입력 클럭 신호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시스템 클럭 신호를 일정 속도 이상 높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속도가 메모리 액세스 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작 속도에 제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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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고속 블럭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에서 메모리 액세스 속도를 빠르게

하여 고속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메모리 장치, 메모리 액세스 방법 및 고속 블럭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의 기입과 데이터의 독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RAM은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며, 제 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1뱅크가 선택되는 경우 상기

제 1뱅크로 소정의 데이터가 기입되고, 제 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상기 제 2뱅크가 선택

되는 경우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상기 RAM의 외부로 독출하고, 상기 제 1뱅크와 상기 제 2뱅크는 상기 

매 프레임마다 소정의 오프 셋을 갖는다.

상기 RAM은 SDRAM 또는 DRAM이고, 상기 SRAM은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며 상기 뱅크들로/로부터 데이터의 

기입 또는 독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데이터의 기입 또는 상기 데이터의 독출은 하나의 입츌력 핀을 통하

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제 1제어신호는 상기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선택신호와 상기 제 1뱅크로 상기 소정의 데이터의 기입을 

명령하는 기입 명령신호를 구비하고, 상기 제 2제어신호는 제 2뱅크를 선택하는 제 2뱅크 선택신호와 상기 제 2뱅크

에 저장된 데이터의 독출을 명령하는 독출 명령신호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의 기입과 데이터의 독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버퍼는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는 하나의 램(Random Access Memory); 및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1뱅크를 선

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2뱅크를 선택하는 제 2뱅크 포인터를 설정하는 제어회로

를 구비하며, 상기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매 프레임마다 상기 소정의 오프 셋을 갖는다.

상기 제 1뱅크 포인터는 상기 제 1뱅크로 소정의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 1뱅크를 선택하는 기입 뱅크 포

인터이고,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소정의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하여 상기 제 2뱅크를 선택

하는 독출 뱅크 포인터이고,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각각의 크기는 한 프레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입력 리드-솔로몬 코드워드를 수신하여 상기 

입력코드워드에 포함된 에러 위치들과 에러 값들을 구하기 위해 계산을 실행하는 다수개의 파이프라인 처리부들; 및 

상기 다수의 파이프라인 처리부들에 의해 상기 계산을 실행하는 동안 상기 입력 코드워드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

퍼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버퍼회로는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는 하나의 램(Random Access Memory); 및 상기 다

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2뱅크를 선택하는 제

2뱅크 포인터를 설정하는 제어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매 프레임마다

상기 소정의 오프 셋을 갖는다.

상기 제 1뱅크 포인터는 상기 제 1뱅크로 소정의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 1뱅크를 선택하는 기입 뱅크 포

인터이고,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소정의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하여 상기 제 2뱅크를 선택

하는 독출 뱅크 포인터이며,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각각의 크기는 한 프레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개의 파이프라인 처리부들이 N(N은 자연수) 개의 파이프라인 처리단계들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소정의 

오프 셋은 (N-1)이고 상기 다수개의 파이프라인 처리부들과 상기 버퍼회로는 동일한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상기 코드워드는 N 바이트로 구성되며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각각은 N 바이트 용량을 갖는다.

상기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가 에러 및 이레이저 정정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오프셋은 4로 설정되고, 상기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가 에러 정정만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오프셋은 3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는 하나의 램에서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의 기입과 데

이터의 독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은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2뱅크를 선택하는 제 2뱅크 포인터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프셋을 설정하는 단계; 및 기입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 1뱅크로 소정의 데이터를 기입하는 동시에 독출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상기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매 프레임마다 상기 오프 

셋을 유지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블록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에 포함되는 다수개의 뱅크들을 갖는 램에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의 기입과 데이터의 독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은 (a) 에러 정정 모드에 응답하여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 제 1뱅크를 선택하는 기입 뱅크 포인터와 상기 다수

개의 뱅크들 중 제 2뱅크를 선택하는 독출 뱅크 포인터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프 셋을 설정하는 단계; (b) 데이터의 

기입을 명령하는 기입 명령과 저장된 데이터의 독출을 명령하는 독출 명령의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기

입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 1뱅크로 상기 입력데이터를 기입하는 동시에 상기 독출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 2뱅크

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 및 (d) 독출된 데이터로부터 에러를 정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상기 오프 셋은 매

프레임마다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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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블록 파이프라인의 처리단계가 N(N은 자연수)단계를 구비하는 경우 상기 오프 셋은 (N-1)으로 설정되며, 상기 

에러 정정 모드가 에러 및 이레이저 정정을 수행하는 제 1모드인 경우 상기 오프셋은 4로 설정되고, 상기 에러 정정 

모드가 에러 정정만을 수행하는 제 2모드인 경우 상기 오프 셋은 3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블럭 파이프라인 구조의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상기 수신 데이터로부터 신드롬을 생성하는 신드롬 생성부;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고 상기 다수개의 뱅

크들 중 에서 선택되는 제 1뱅크로 상기 수신 데이터를 기입하고,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선택된 제 2뱅크에 저

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RAM; 상기 생성된 신드롬으로부터 각각 에러 위치 다항식과 에러 값 다항식의 계수를 생성

하는 다항식 계수 생성부; 상기 생성된 계수를 이용하여 상기 에러 위치 다항식과 상기 에러 값 다항식으로부터 에러 

위치와 에러 값을 구하는 에러 위치/에러 값 측정부; 및 상기 에러 위치/에러 값 측정부에서 구해진 상기 에러 값과 상

기 에러 위치에 응답하여 상기 제 2뱅크로부터 출력된 데이타의 에러를 정정하는 에러 정정부를 구비한다.

상기 RAM은 상기 수신 데이터의 매 프레임 마다 상기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제 2뱅크를 선택

하는 제 2뱅크 포인터는 제 1오프셋을 갖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상기 수신 데이터에 동기된 이레이져 플래그를 카운팅하고, 상기 이레이져 플래그를 버

퍼링하는 플래그 카운터 및 버퍼; 상기 버퍼링된 이레이져 플래그에 응답하여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을 생성하는 이레

이져 위치 다항식 생성부; 및 상기 신드롬 생성부에서 생성된 상기 신드롬을 상기 버퍼링된 이레이져 플래그에 의해

서 변형하고 상기 변형된 신드롬을 상기 다항식 계수 생성부로 출력하는 신드롬 변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다항식 

계수 생성부는 상기 변형된 신드롬과 상기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에 응답하여 상기 에러 위치 다항식과 상기 에러 값 

다항식의 계수를 생성한다.

상기 RAM은 상기 수신 데이터의 매 프레임마다 상기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제 2뱅크를 선택

하는 제 2뱅크 포인터는 제 2오프셋을 갖도록 설정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고속 블럭 파이프라인 구조의 리드-솔로몬 디코더와, 상기 고속 블럭 파이프라인 구조의 리드-

솔로몬 디코더에 적용하기 위한 메모리 장치 및 메모리 액세스 방법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6뱅크를 갖는 하나의 램을 구비하는 블록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를 나타내

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신드롬 생성부(100), 플래그 카운터 및 플래그 버퍼(120), 이

레이져 위치 다항식 생성부(130), 신드롬 변형부(140), 다항식 계수 생성부(150), 에러 값 측정부(160), 에러 위치 검

색부(170), 6뱅크를 갖는 1램(RAM; 180) 및 에러 정정부(190)로 구성된다.

도 1의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에러 정정 및 이레이져 정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대한 실시예를 나타낸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된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각각의 블럭들에 의해서 전술한 제1 내지 제5단계(s1 내지 s5)가 파이프라인 처리

된다.

그러나 에러 정정만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도 1에 도시된 110 블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4단

계가 파이프라인 처리된다.

신드롬 생성부(100)는 외부에서 수신되는 입력 데이타(DIN) 즉, 코드워드 R(x)로부터 신드롬(S(x))을 생성한다. 플래

그 카운터 플래그 버퍼(120)는 입력 데이터(DIN)에 동기된 이레이저 플래그(Era_Flag)의 개수를 카운팅하고, 이레이

져 플래그(Era_Flag)를 버퍼링한다.

입력 데이터(DIN)에 포함된 에러 성분 중에서 에러 값은 모르지만 에러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의 성분이 이레이져가 

된다. 반면, 에러(Error)는 에러 값과 에러 위치를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레이져의 정정이 요구

되는 경우 이레이져 플래그(Era_Flag)가 입력되면, 그 갯수가 카운팅된다. 만일, 입력되는 플래그의 개수가 정정 가능

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단지 에러 디코딩 과정만이 실행된다.

여기에서 허용 가능 범위는 예를 들어 이레이져 플래그가 10개 이상인 경우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플래그의 수가 0

인 경우에도 에러 디코딩 과정만이 실행된다. 도 1에서 신드롬 생성부(100)와 플래그 카운터 플래그 버퍼(120)는 리

드-솔로몬 디코더의 제1단계(s1)를 수행하는 블럭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에러 정정만이 이루어지는 리드-솔로

몬 디코더의 경우 플래그 카운터 플래그 버퍼(120)가 이용되지 않는다.

도 1에 도시된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입력 데이터(DIN), 즉 코드워드 R(x)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른 하나의 메모리(180)를 구비한다. 메모리(180)는 6개의 뱅크들로 구성된다. 또한, 메모리(180)는 데이터 

입력 클럭(CLK)에 응답하여 기입/독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순환적인 제어 구조를 갖는다. 메모리(180)는 파이프라

인 변환신호(frame changing signal; FCS)에 응답하여 매 프레임마다 각 스테이지를 수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쉬프

트(pipeline shift)를 수행한다.

데이터 기입의 경우 소정의 데이터는 데이터 입력 클락(CLK)에 응답하여 6개 의 뱅크들 중 선택된 하나의 뱅크로 기

입되고, 데이터 독출의 경우 6개의 뱅크들 중 선택된 다른 하나의 뱅크에 저장된 소정의 데이터는 출력된다. 데이터가

기입되는 뱅크는 기입어드레스(WR_ADD)에 의하여 선택되고, 데이터가 독출되는 뱅크는 독출어드레스(RD_ADD)에

의하여 선택된다. 기입어드레스(WR_ADD)와 독출어드레스(RD_ADD)는 각각 8비트로 구성되며 동시 또는 별도로 메

모리(180)로 입력될 수 있다.

메모리(180)의 구체적인 구성 및 동작은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신드롬 변형부(140)는 신드롬 생성부(10

0)에서 생성된 신드롬(S(x))을 버퍼링된 이레이저 플래그(eraser flag)를 이용하여 변형하고 변형된 신드롬(T(x))을 

출력한다. 만일 에러 디코딩만이 수행되는 경우 신드롬 변형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드롬 생성부(100)에서 생성된 

신드롬(S(x))은 그대로 다항식 계수 생성부(150)로 전달된다.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 생성부(130)는 버퍼링된 이레이져 플래그에 응답하여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을 생성한다. 또한,

에러 디코딩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 생성부(130)의 출력은 일정 상수 값, 예를 들어, "1"을 갖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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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정된다. 즉, 이레이져 플래그(Era_Flag)의 개수가 0인 경우 또는 허용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 대신에 상수"1"로 설정된다.

도 1을 참조하면, 신드롬 변형부(140)와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 생성부(130)는 리드-솔로몬 디코딩 과정의 제2단계(s

2)를 수행하는 블럭들이다. 만일, 에러 정정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2단계(s2)는 생략된다.

다항식 계수 생성부(150)는 변형된 신드롬(T(x))과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 생성부(130)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에러 

위치(locator)를 구하기 위한 에러 위치 다항식(σ(x))의 계수와 에러 값(evaluator)을 계산하기 위한 에러 값 다항식(

e(x))의 계수를 출력한다. 도 1의 실시예에서 다항식 계수 생성부(150)는 당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유클리드(Euclid) 

알고리듬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다항식 계수 생성부(150)는 유클리드 알고리듬 이외에 다른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에

러 위치 다항식(σ(x))의 계수만이 구해질 수도 있다. 다항식 계수 생성부(150)는 리드-솔로몬 디코딩 과정의 제3단

계(s3)를 수행하는 블럭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에러 정정을 위한 디코딩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블럭(110)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들이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

드롬(S(x))과 상수 값"1"에 의해서 에러 위치 다항식(σ(x))의 계수와 에러 값 다항식(e(x))의 계수가 구해진다.

에러 위치 검색부(170)는 에러 위치 다항식(σ(x))으로부터 치엔(chien) 검색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에러의 위치를 구

한다. 여기에서 치엔 검색 알고리듬은 에러 위치 다항식(σ(x))의 근을 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알고리즘이며, 에러 위

치 검색부(170)는 다른 적절한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구해진 근은 다시 다항식 형태로 변환된다. 이와 같이 변환된 에러 위치 다항식은 Ω(x)으로 표시되며 변환된 에

러 위치 다항식(Ω(x))에 의해 에러의 위치가 구해진다. 에러 값 측정부(160)는 다항식 계수 생성부(150)에서 생성된 

계수를 갖는 에러 값 다항식(E(x))을 이용하여 에러 값을 측정한다.

이는 에러 위치 검색부(170)에서 구해진 에러 위치에서의 에러 값이라 할 수 있다. 에러 위치 검색부(170)와 에러 값 

측정부(160)는 전술한 리드-솔로몬 디코딩 과정의 제4단계(s4)를 수행하는 블럭으로 정의된다. 본 발명에서 에러 위

치 검색부(170)와 에러 값 측정부(160)는 에러 위치/에러 값 측정부로 통합되어 명명될 수 있다.

도 1의 에러 정정부(190)는 메모리(180)를 액세스하여 메모리에 기입되어 있는 데이터를 독출하고, 에러 위치 검색

부(170)에서 구해진 에러 위치와 에러 값 측정부(160)에서 측정된 에러 값에 의해서 독출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에러를 정정한다. 즉, 에러 정정부(190)는 메모리 (180)에서 독출된 원래의 데이터와 구해진 에러 값을 더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도 1에 도시된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각 블럭들은 제1 내지 5단계(s1 내지 s

5)를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클럭 신호에 의해서 동작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디코더에서 블럭 파이프라이닝을 위한 각 실행 단계(s1 내지 s5)의 래이턴시(latency)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각각의 단계(s1 내지 s5)를 수행하는 블럭들의 최대 래이턴시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한 프레임즉 코드워드의(code word) 길이를 n이라 할 때 n 사이클 이내로 설정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6뱅크를 갖는 하나의 램을 갖는 순환 메모리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제1단계(s1)와 제5단계(s5)를 수행

하는데 요구되는 메모리 액세스 시의 타이 밍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6뱅크를 갖는 하나의 램(180)을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램(RA

M; 180)은 순환 버퍼 제어부(300)와 뱅크 블락(301)을 구비하며, 뱅크 블락(301)은 제 1 내지 제6뱅크들(310 내지 3

60)을 구비한다.

순환 버퍼 제어부(300)는 독출/기입 명령(RD/WR), 뱅크 선택신호(BS)를 제 1내지 제 6뱅크들(310 내지 360)로 출

력한다. 뱅크 선택신호(BS)는 3비트로 구성되며, 제 1내지 제 6뱅크들(310 내지 360)중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선

택신호이다. 뱅크 선택신호(BS)는 어드레스라고 불릴 수도 있다. 독출명령(RD)은 뱅크 선택신호(BS)에 의하여 선택

된 뱅크에 저장된 데이터의 독출을 명령하는 신호이고, 기입 명령(WR)은 뱅크 선택신호(BS)에 의하여 선택된 뱅크로

데이터의 기입을 명령하는 신호이다. 표 1은 뱅크 선택신호(BS)에 의하여 선택되는 뱅크를 나타내는 일 실시예이다. 

뱅크선택신호(BS)는 뱅크선택어드레스 3비트로 구성되며 각 비트의 조합으로 램(301)내부의 뱅크를 구분한다.

표 1

뱅크0 뱅크1 뱅크2 뱅크3 뱅크4 뱅크5

뱅크선택 어드레스0 0 0 0 0 1 1

뱅크선택 어드레스1 0 0 1 1 0 0

뱅크선택 어드레스2 0 1 0 1 0 1

순환 버퍼 제어부(300)는 매 프레임마다 소정의 데이터가 기입될 하나의 뱅크를 선택하는 포인터(이하 '기입 뱅크 포

인터'라 한다.)와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 될 하나의 뱅크를 선택하는 포인터(이하 '독출 뱅크 포인터'라 한다.)를 발생하

고, 기입 뱅크 포인터와 독출 뱅크 포인터에 의하여 각각 선택되는 뱅크들간의 간격(이하 '오프셋(offset)'이라 한다.)

을 설정한다. 기입 뱅크 포인터와 독출 뱅크 포인터는 뱅크 선택신호(BS)에 응답하여 각각 선택된다.

램(180)은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또는 DRAM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상기 SRAM 또는 상기 DRA

M은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며 데이터의 기입과 독출동작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으며, 각 뱅크는 한 프레임의 데이

터를 저장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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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램(180)은 기입어드레스(WE_ADD)와 독출어드레스(RD_ADD)가 따로 입력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기입/독출 

동작에 따른 데이터의 입/출력핀을 별도로 구비할 수 있다.

도 3의 제 1뱅크 내지 제 6뱅크(310 내지 360)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갈로아 필드(Galois field) GF(2 m

)를 사용하는 최대 256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경우로 가정된다. 도 3의 뱅크 블락(301)의 출력 신호는 8비트로 구성되

며, 도 3의 뱅크 블락(301)의 출력 신호는 도 1의 에러 정정부(190)로 입력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6뱅크로 구성되는 하나의 램에 데이터를 액세스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3,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램(180)의 동작 및 메모리 액세스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제 400단계는 에러 및 이레이져 정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를 처리하는 블락으로 기입 뱅크 포인터와

독출 뱅크 포인터의 오프셋의 값이 4이 고, 제 410단계는 에러 정정만이 가능한 경우를 처리하는 블락으로 기입 뱅크

포인터와 독출 뱅크 포인터의 오프셋의 값이 3이다. 제 400단계의 오프 셋 값과 제 410단계의 오프 셋 값은 서로 다

르게 설정된다.

제 402단계는 에러 및 이레이져 정정의 수행여부를 판단한다. 즉 402단계는 입력 데이타(DIN)에 동기된 이레이져 플

래그(Era_Flag)의 입력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402단계의 판단결과가 예이면, 제 404단계는 매 프레임마다 기입 뱅크 포인터와 독출 뱅크 포인터가 4만큼의 오

프셋 차이를 갖고 증가하도록 설정한다. 제 404단계에서 오프셋이 4로 설정되는 것은 전체 디코딩에 요구되는 처리 

단계가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출 뱅크 포인터가 BANK#로 표시되면, 기입 뱅크 포인터는 BANK(# +4) MOD 6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모듈러 6(MOD 6) 연산을 수행하는 이유는 전체 뱅크들(310 내지 360)의 수가 6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4는 오프 

셋 값을 나타낸다.

제 420단계는 기입 명령(WR)의 인가여부를 판단하고, 제 440단계는 독출 명령(RD)의 인가여부를 판단한다. 기입 명

령(WR)과 독출 명령(RD)은 순환 버퍼 제어부(300)로부터 동시에 제 1내지 제 6뱅크들(310 내지 360)로 출력된다. 

즉, 메모리 액세스 과정에서 데이터 기입과 데이터 독출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 420단계의 판단결과가 예이면, 제 430단계는 기입 뱅크 포인터에 상응하는 하나의 뱅크를 선택하여 소정의 데이

터(DIN)를 선택된 뱅크로 기입한다.

도 5는 도 3의 램에서 에러 및 이레이져 정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매 프레임이 진행될 때 기입 및 독출 시의 뱅크 선택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매 프레임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기입 뱅크 포인터는 뱅크 단위로 증가된

다.

예를 들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프레임(T50)에서 기입 뱅크 포인터에 상응하는 뱅크 4(350)가 선택되면, 소

정의 데이터는 뱅크 4(350)로 기입된다.

또한, 제 440단계의 판단결과가 예이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독출 뱅크 포인터에 상응하여 뱅크 0(310)이 선택

되면, 뱅크 0(310)에 저장된 데이터는 도 1의 에러 정정부(190)로 출력되어 에러 정정이 이루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4의 기입 명령과 독출 명령에 따른 메모리 액세스 과정은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디코딩 과정에

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즉, 제 470단계는 디코딩의 완료여부를 판단하고, 제 470단계의 판단결과가 예이면 리드-

솔로몬 디코더는 디코딩과정을 종료하고, 제 470단계의 판단결과가 아니오이면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제 420단계와

제430단계를 수행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프레임(T50)에서 기입 뱅크 포인터에 의하여 선택된 뱅크 4(350)로 데이터가 기입되

는 동시에 독출 뱅크 포인터에 의하여 선택된 뱅크 0(310)에 저장된 데이터는 도 1의 에러 정정부(190)로 출력된다. 

또한, 제 2프레임(T51)에서 기입 뱅크 포인터에 의하여 선택된 뱅크 5(360)로 데이터가 기입되는 동시에 독출 뱅크 

포인터에 의하여 선택된 뱅크 1(320)에 저장된 데이터는 도 1의 에러 정정부(190)로 출력된다

따라서 매 프레임이 진행되는 경우 기입 뱅크 포인터와 독출 뱅크 포인터는 오프셋 값 4를 유지하므로 동일한 뱅크가

동시에 액세스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의 기입과 독출시에 데이터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시스템 클럭을 이용하여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며, 메모리 액세스에 따른 시간적 손실이 없으므로 고속 동작이 가능하다.

한편, 제 400단계의 판단결과가 아니오이면, 에러 정정만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러 정정만 수행하는 경우는 

이레이져 플래그(Era_Flag)의 개수가 0이거나 카운팅된 플래그의 개수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도 6은 에러 정정만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매 프레임이 진행될 때 기입/독출 시의 뱅크 선택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1의 리드-솔로몬 디코더에서 에러 정정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 414단계는 기입 뱅크 포인터와 독출 뱅크 

포인터의 오프 셋 값은 3만큼의 차이를 갖고 증가하도록 설정된다.

이는 전체 디코딩에 요구되는 처리 단계가 4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입 뱅크 포인터가 BANK#로 설

정되면, 독출 뱅크 포인터는 BANK(# +3) MOD 6으로 설정된다. 여기서 +3은 오프 셋 값을 나타낸다.

도 6을 참조하면, 제 1프레임(T60)에서 기입 뱅크 포인터에 의하여 선택된 뱅크 3(340)으로 데이터가 기입되는 동시

에 독출 뱅크 포인터에 의하여 선택된 뱅크 0(310)에 저장된 데이터는 도 1의 에러 정정부(190)로 출력된다. 또한, 제

2프레임(T61)에서 기입 뱅크 포인터에 의하여 선택된 뱅크 4(350)로 데이터가 기입되는 동시에 독출 뱅크 포인터에 

의하여 선택된 뱅크 1(320)에 저장된 데이터는 도 1 의 에러 정정부(190)로 출력된다

따라서 매 프레임이 진행되는 경우 기입 뱅크 포인터와 독출 뱅크 포인터는 오프셋 값 3을 유지하므로 데이터의 기입

과 독출시에 동일한 뱅크가 액세스되지 않고 메모리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블럭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프로세스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

면, 메모리 액세스 시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각 블럭 단계는 모두 n 사이클 이내에 동작이 완료된다. 또한, 

각 사이클에서 데이타(DIN)는 연속적으로 인가되어 신드롬 (S(x))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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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 얻어진 결과는 매 n 사이클마다 하위 블럭으로 전달된다. 즉, 두 번째 n사이클에서는 신드롬 생성(S((x))

와 변형된 신드롬(T(x))이 생성되고, 세 번째 n 사이클에서는 에러 위치 다항식(σ(x))과 에러 값 다항식(E(x))의 계

수가 생성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n사이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레이턴시 지연(T70)은 4×n 사이클이며, 4n 사이클 이후에는 각 n사이클마다 

에러 정정된 데이타(DOUT) 즉, (R'(x))이 출력된다. 또한, 도 7의 구간(T75)은 레이턴시 지연이 아니라 출력을 얻기 

위한 실제 처리 과정에서의 지연(Throughput delay)을 나타낸다.

전술한 과정에 의한 본 발명의 6뱅크로 구성되는 하나의 램과 이를 구비하는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화질의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High Defined-Digital Versatile Disc:이하, HD-DVD) 

시스템을 포함한 광 디스크 시스템, 고화질 텔레비전(HD-TV), 위성 통신, IMT 2000과 같은 무선 통신 분야, 및 기가

이더넷 등의 네트워크 분야 등을 포함하여, 리드-솔로몬 디코더를 이용하는 많은 초고속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이상,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

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액세스를 위한 데이터 입력 클락을 시스템 클락 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도체 제

조 시의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고,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고속의 동작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복수개의 뱅크들을 가진 1램의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제조공정의 단순화에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메

모리 소자를 포함하는 리드-솔로몬 디코더를 시스템 온칩(system on chip)으로 설계, 제조하는 경우 최적의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액세스에 의한 타이밍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 클락 속도가 메모리 액세스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줄임으로써 시스템 설계 시 타이밍 마진에 대한 자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데이터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 블럭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와 이를 구비하는 초고속 시

스템에 적합하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의 기입과 데이터의 독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RAM(Random Access Memory)에 있어서,

상기 RAM은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며,

제 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1뱅크가 선택되는 경우 상기 제 1뱅크로 소정의 데이터가 

기입되고,

제 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상기 제 2뱅크가 선택되는 경우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데이

터는 상기 RAM의 외부로 독출하고,

상기 제 1뱅크와 상기 제 2뱅크는 상기 매 프레임마다 소정의 오프 셋을 가지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AM.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AM은 SDRAM 또는 D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RAM.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SRAM은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며 상기 뱅크들로/로부터 데이터의 기입 또는 독출을 동시

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AM.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기입 또는 상기 데이터의 독출은 하나의 입츌력 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RAM.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제어신호는 상기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선택신호와 상기 제 1뱅크로 상기 소정의 데이터의 기입을 

명령하는 기입 명령신호를 구비하고,

상기 제 2제어신호는 제 2뱅크를 선택하는 제 2뱅크 선택신호와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데이터의 독출을 명령하는 

독출 명령신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AM.

청구항 6.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의 기입과 데이터의 독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버퍼에 있어서,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는 하나의 램(Random Access memory); 및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2뱅크를 선택

하는 제 2뱅크 포인터를 설정하는 제어회로를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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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매 프레임마다 상기 소정의 오프 셋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뱅크 포인터는 상기 제 1뱅크로 소정의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 1뱅크를 선택

하는 기입 뱅크 포인터이고,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소정의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하여 상기 제 2뱅크를 선택하는 독출 

뱅크 포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각각의 크기는 한 프레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

퍼.

청구항 9.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에 있어서,

입력 리드-솔로몬 코드워드를 수신하여 상기 입력코드워드에 포함된 에러 위치들과 에러 값들을 구하기 위해 계산을

실행하는 다수개의 파이프라인 처리부들; 및

상기 다수의 파이프라인 처리부들에 의해 상기 계산을 실행하는 동안 상기 입력 코드워드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

퍼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버퍼회로는,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는 하나의 램(Random Access memory); 및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2뱅크를 선택

하는 제 2뱅크 포인터를 설정하는 제어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매 프레임마다 상기 소정의 오프 셋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뱅크 포인터는 상기 제 1뱅크로 소정의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 1뱅크를 선택

하는 기입 뱅크 포인터이고,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소정의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하여 상기 제 2뱅크를 선택하는 독출 

뱅크 포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각각의 크기는 한 프레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

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12.
제 9에 있어서, 다수개의 파이프라인 처리부들이 N(N은 자연수) 개의 파이프라인 처리단계들을 구비하는 경우,

상기 소정의 오프 셋은 (N-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개의 파이프라인 처리부들과 상기 버퍼회로는 동일한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14.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워드는 N 바이트로 구성되며, 상기 다수개의 뱅 크들 각각은 N 바이트 용량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15.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가 에러 및 이레이저 정정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오프셋은 4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16.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가 에러 정정만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오프셋은 3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17.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는 하나의 램에서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의 기입과 데이터의 독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

에 있어서,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제 2뱅크를 선택

하는 제 2뱅크 포인터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프셋을 설정하는 단계; 및

기입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 1뱅크로 소정의 데이터를 기입하는 동시에 독출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 2뱅크에 저

장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상기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제 2뱅크 포인터는 상기 매 프레임마다 상기 오프 셋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입/출력 방법.

청구항 18.
입력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블록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에 포함되는 다수개의 뱅크들을 갖

는 램에 매 프레임마다 데이터의 기입과 데이터의 독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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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러 정정 모드에 응답하여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 제 1뱅크를 선택하는 기입 뱅크 포인터와 상기 다수개의 뱅

크들 중 제 2뱅크를 선택하는 독출 뱅크 포인터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프 셋을 설정하는 단계;

(b) 데이터의 기입을 명령하는 기입 명령과 저장된 데이터의 독출을 명령하는 독출 명령의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c) 상기 기입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 1뱅크로 상기 입력데이터를 기입하는 동시에 상기 독출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 2뱅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 및

(d) 독출된 데이터로부터 에러를 정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상기 오프 셋은 매 프레임마다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파이프라인의 처리단계가 N(N은 자연수)단계를 구비하는 경우,

상기 오프 셋은 (N-1)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정정 모드가 에러 및 이레이저 정정을 수행하는 제 1모드인 경우 상기 오프셋은 4로 설

정되고,

상기 에러 정정 모드가 에러 정정만을 수행하는 제 2모드인 경우 상기 오프 셋은 3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파이

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라인 리드-솔로몬 디코더의 디코딩 방법은 상기 디코딩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를 더 구비하며,

상기 디코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기 (b) 내지 상기 (d)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리드-솔

로몬 디코더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22.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블럭 파이프라인 구조의 리드-솔로몬 디코더에 있어서,

상기 수신 데이터로부터 신드롬을 생성하는 신드롬 생성부;

다수개의 뱅크들을 구비하고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선택되는 제 1뱅크로 상기 수신 데이터를 기입하고, 상기 

다수개의 뱅크들 중에서 선택된 제 2뱅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RAM;

상기 생성된 신드롬으로부터 각각 에러 위치 다항식과 에러 값 다항식의 계수를 생성하는 다항식 계수 생성부;

상기 생성된 계수를 이용하여 상기 에러 위치 다항식과 상기 에러 값 다항식으로부터 에러 위치와 에러 값을 구하는 

에러 위치/에러 값 측정부;

상기 에러 위치/에러 값 측정부에서 구해진 상기 에러 값과 상기 에러 위치에 응답하여 상기 제 2뱅크로부터 출력된 

데이타의 에러를 정정하는 에러 정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RAM은 상기 수신 데이터의 매 프레임 마다 상기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

기 제 2뱅크를 선택하는 제 2뱅크 포인터는 제 1오프셋을 갖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솔로몬 디코더는,

상기 수신 데이터에 동기된 이레이져 플래그를 카운팅하고, 상기 이레이져 플래그를 버퍼링하는 플래그 카운터 및 버

퍼;

상기 버퍼링된 이레이져 플래그에 응답하여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을 생성하는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 생성부; 및

상기 신드롬 생성부에서 생성된 상기 신드롬을 상기 버퍼링된 이레이져 플래그에 의해서 변형하고 상기 변형된 신드

롬을 상기 다항식 계수 생성부로 출력하는 신드롬 변형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다항식 계수 생성부는 상기 변형된 신드롬과 상기 이레이져 위치 다항식에 응답하여 상기 에러 위치 다항식과 

상기 에러 값 다항식의 계수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드-솔로몬 디코더.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RAM은,

상기 수신 데이터의 매 프레임마다 상기 제 1뱅크를 선택하는 제 1뱅크 포인터와 상기 제 2뱅크를 선택하는 제 2뱅크

포인터는 제 2오프셋을 갖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드-솔로몬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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