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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신내용을 나타내는 정보비트를 복수의 생성행렬에 의해 다중으로 부호화한 통신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통신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생성행렬 중의 소정의 생성행렬과 직교
하는 검사행렬에 의거하여 복호하여, 상기 정보비트에 생긴 에러위치를 검출하는 에러위치 검출수단과, 
상기 에러위치 검출수단이 사용한 생성행렬 이외의 생성행렬과 각각 직교하는 복수의 검사행렬과, 상기 
에러위치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에러위치에 의거해서 상기 정보비트에 생긴 에러를 나타내는 복수의 의
사신드롬을 생성하는 의사신드롬 생성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통신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검
사행렬과의 곱을 취하여, 상기 정보비트에 생긴 에러의 증후를 나타내는 복수의 신드롬을 생성하는 신드
롬생성수단과, 상기 의사신드롬 생성수단이 생성한 복수의 의사신드롬과 상기 신드롬 생성수단이 생성한 
복수의 신드롬이 서로 일치할 경우에만 상기 정보비트에 생긴 에러를 정정하는 에러정정 수단을 구비한 
에러정정 장치.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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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에러정정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관한 실시예 1의 에러정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2도는 가변길이의 정보비트에 대해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정정 부호화를 행한 경우의 통신데이터의 
데이터구조를 나타낸 도면.

제3도는 제1도에 나타낸 에러정정 제어부의 처리절차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제4도는 에러정정 부호화 후에 에러검출 부호화를 행한 경우의 통신데이터의 데이터구조를 나타낸 도면.

제5도는 고정 길이의 정보비트에 대해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정정 부호화를 행한 경우의 통신데이터의 
데이터구조를 나타낸 도면.

제6도는 제5도에 나타낸 데이터구조를 사용한 경우의 에러정정용 제어부의 처리절차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제7도는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정정 부호화를 3중이상으로 조합한 경우의 데이터구조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무선통신장치 및 유선통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제9도는 에러정정 부호와 에러검출 부호를 병용하는 종래 기술의 처리절차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에러정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며, 특히 통신내용에 대해 복수의 에러정정 부호화를 행하
여 에러정정을 저감하는 에러정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로부터 통신내용의 전송시에 생기는 에러를 정정하기 위하여 송신국은 송신하여야 할 통신내용(이하 
정보비트라 한다)를 용장부호화(redundant coding)하여 송신하고, 수신국에서는 용장부호에 의거해서 에
러를 정정하는 에러정정기술이 알려져 있다.

이 에러정정기술은 정보비트의 길이 및 부여하는 에러정정 능력에 따라 사용하는 부호화방식과 생성다항
식을 특정하고, 이 부호화방식 및 생성다항식으로부터 생성행렬을 작성하여 부호화를 행함과 동시에 이 
생성행렬과 직교하는 검사행렬을 사용하여 부호화가 행하여진다.

구체적으로는 송신국에서는 정보비트열과 생성행렬 G와의 내적(inner product)을 취하여 정보열을 작성하
고, 이 정보열을 포함한 통신데이터를 수신국에 송신하고, 수신국에서는 이 생성행렬 G와 직교하는 검사
행렬 H(G · H=0)과 수신정보와의 내적을 취하여 에러의 신드롬을 산정한다.

여기서 신드롬(Syndrome)이라 함은 수신정보열내에 에러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며, 이 
신드롬을 확인함으로써 에러검출을 할 수가 있다. 단 이 신드롬은 에러위치를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
로 에러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 신드롬에 의거해서 인수분해 등을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신드롬이 '0'이면 수신정보열에 에러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되나, 이 신드롬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무엇인가 에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드롬을 사용한 에러정정을 함으로써 비트에러 및 버스트에러를 자동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에러정정 기술을 사용한 경우라도 모든 에러를 추적(follow)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에러를 
보아넘기거나 에러정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문에 높은 통신품질이 요구되는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에러정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에러정정
과 에러검출을 조합하여 에러정정의 신뢰 성을 높이는 기술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송신국은 정보비트열에 생성행렬 G1을 곱하고, 에러검출 부호화한 정보열에 다시 생성행렬 G2
를 곱해서 에러검출 부호화한 데이터를 수신국에 송신하고, 수신국에서는 이 데이터를 생성행렬 G2와 직
교하는 검사행렬 H2를 사용하여 에러정정을 한 후에 이 데이터를 생성행렬 G1과 직교하는 검사행렬 H1을 
사용하여 에러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하, 에러정정기술과 에러검출기술을 조합한 상기 종래 기술의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제9도는 에러정정기술과 에러검출기술을 조합시킨 경우의 수신국에서의 처리절차를 나타낸 플로우차트이
다.

제9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송신국으로부터 송신된 정보열을 수신국이 수신하면(스텝 901), 수신국에서는 
우선 최초로 정보열내의 에러유무를 확인한다.

즉 수신국은 수신정보열에 검사행렬 H2를 곱해서 에러정정용 신드롬을 산정하고(스텝 902), 이 신드롬에 
의거해서 정보열내에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스텝 903).

그리고 정보열내에 에러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 에러정정용 신드롬에 의거해서 에러위치를 특정하여(스텝 
904), 에러장소를 정정한다(스텝 905).

여기서 스텝 904의 에러위치의 특정 요령은 부호화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예를 들어 2중 에러정정 BCH부
호인 경우에는 신드롬의 값을 계수로 하여 갖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하든가, 인수분해의 결과를 갖는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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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을 검색함으로써 특정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스텝 903∼905의 에러정정 처리의 시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행렬 H1에 의거해서 에러검
출용 신드롬을 산정하고(스텝 906), 에러정정이 행하여진 정보열내에 에러가 잔류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한다(스텝 907).

그리고 에러정정이 행해진 정보열내에 에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의 보아넘기기 및 에러정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상 종료하고(스텝 908), 에러가 존재할 경우에는 에러의 보아넘기기 또는 에러정정이 
행하여 졌다고 인식하여 재송신요구를 한다(스텝 909).

이와같이 에러정정기술과 에러검출기술을 조합한 종래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에러의 보아넘기기 또는 에러
정정의 유무를 확인하여 통신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종래기술에 의하면 정보열에 생긴 에러를 정정한 후에 정정의 시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정처
리를 종료할 때까지 에러검출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에러정정 처리만을 할 경우와 비교하면 에러검출기술을 사용하여 에러정정의 시비를 판단하는 
시간(신드롬발생 처리시간+입출력 소요시간)만큼 정정처리가 지연하게된다.

이와 같이 처리시간의 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에러정정기술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된다.

즉 에러정정기능은 본래 데이터통신기능의 부가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보면 시간이 걸리는 에러정
정처리는 사용하기에 적합치 않은 기술이며, 재송신요구에 의해 에러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에러정정기술과 에러검출기술을 조합시키는 종래기술은 처리시간을 희생시켜 신뢰성을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용에는 적합치가 않다.

따라서 에러정정기술과 에러검출기술을 조합시키지 않고, 에러정정기술을 2중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러정정
처리를 병렬화하는 기술이 있다.

즉 이 기술은 2중으로한 에러정정기술에 의해 각각의 에러위치를 검출하고, 양자의 에러위치를 비교하여 
에러위치가 일치하면 에러정정을 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2번째의 에러정정 부호화처리에 사용되는 생성행렬 G2를 규약표준형으로 하여 송신하는 
정보열을 G1으로 부호화한 데이터와 검사비트의 결합데이터의 형식으로 하고, 생성행렬 G1에 대응하는 검
사행렬 H1에 의한 복호화처리와 생성행렬 G2에 대응하는 검사행렬 H2에 의한 복호화처리를 병렬적으로 행
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자의 에러위치를 조회하여 에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관
계로, 검사행렬 H1 및 검사행렬 H2에 의한 복호화처리는 신드롬의 산정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어느 것이
나 에러위치의 검출을 하여야 한다.

이 에러위치의 검출을 2중으로 하게 되면 부가하여야 할 검사비트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에러정정처리에
서 가장 복잡한 에러위치를 구하는 처리를 두번에 걸쳐 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이 아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에러정정부호와 에러검출부호를 조합시키는 종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리를 연속
적(sequential)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리지연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으며, 에러정정 부호화를 2중으로 
하는 종래 기술에서는 부호 길이가 증가함과 동시에 복잡한 에러 위치의 특정을 두번에 걸쳐서 하여야 하
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비트를 중첩으로 에러정정 부호화하여 통신정보
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때, 효율적으로 정정의 시비를 판단해서 처리지연을 저감할 수 있는 에러정정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에러정정기술과 에러검출기술을 포함시킬 경우에 정보비트를 에러
정정한 후에 에러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드롬 레벨로 에러의 시비를 판정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즉 에러정정기술에 의해 에러위치를 검출한 경우에, 에러검출기술이 동일한 에러를 검출할 경우에 생성할 
수 있는 신드롬을 의사신드롬으로 하여 검출한 에러위치로부터 역산하고, 실제로 에러검출기술로 생성한 
신드롬과 의사신드롬과를 비교하여 신드롬 레벨로 에러의 시비를 확인한다.

또한 종래 기술을 사용한 경우라도 송신되는 선두비트를 에러의 기준위치로 하고, 또 동일의 부호화방법
(예를 들어 BCH부호)을 사용하면 신드롬 레벨로 에러의 시비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변길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에러의 기준위치를 최종비트로 할 경우이거나, 신드롬의 형식이 상이
한 부호화방법(예를 들어 해밍부호(hamming code)와 BCH부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드롬 레벨에서의 에러
의 시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이 가변길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에러의 기준위치를 최종비트로 한 경우이거나, 신드롬
의 형식이 상이한 부호화방법을 사용한 경우라도 신드롬 레벨로 에러의 시비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 에러정정처리와 에러검출처리를 병렬하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에러정정처리를 행 할 수가 
있다.

또한 에러위치로부터 역산한 의사신드롬과 수신 데이터로부터 구한 신드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
정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정정 처리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 실시예 1에서는 64비트∼512비트
의 가변길이의 통신내용(정보비트)에 대해 에러검출 부호화를 행한 후에 에러정정 부호화를 행하는 경우
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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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본 발명에 관한 실시예 1의 에러정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에러정정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통신내용에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 
정정 부호화를 행한 정보열을 포함한 통신데이터를 통신로(3)에  출력하는 부호화장치(1)와,  이 통신로
(3)로부터 수신한 통신데이터를 복호화한 통신정보를 출력하는 복호화장치(2)로 구성된다. 

우선  부호화장치(1)는  부호화처리부(10)와,  부호화처리부(11)와,  데  이터기록부(12)와, 부호화제어부(1
3)와, 데이터출력부(14)로 구성된다.

부호화처리부(10)는 부호화제어부(13)의 제어 아래 입력데이터를 콘트롤 버스(15)를 거쳐서 받아들여, 이 
입력데이터에 에러검출 부호화를 행하는 처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부호화처리부(10)에서는 입력데이터와 생성행렬 G1과의 내적을 취함으로써 에러검출 부
호화를 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이 생성행렬 G1을 규약표준형으로 하여, 부호화 데이터의 데이터형식
이 입력데이터에 검사비트를 부가한 데이터 형식이 되도록 한다.

부호화처리부(11)는 부호화처리부(10)와 마찬가지로 부호화제어부(13)의 제어를 받아서 규약표준형의 생
성행렬 G2를 사용한 에러정정 부호화를 행한다.

또한 부호화처리부(11)가 하는 에러정정 부호화도 입력데이터와 생성 행렬의 내적을 취하는 점에서는 부
호화처리부(10)가 하는 에러검출 부호화처리와 다를 바가 없으나, 부호화처리부(10)가 사용하는 생성행렬 
G1이 반드시 규약표준형일 필요가 없는데 비해, 부호화처리부(11)가 사용하는 생성행렬 G2는 반드시 규약
표준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이 다르다.

그 이유는 부호화처리부(11)가 사용하는 생성행렬 G2를 규약표준형으로 하지 않으면 정보열이 입력데이터
에 검사비트를 부가한 데이터 형식이 되지 않아, 후술하는 복호화장치(2)에서 병열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
이다.

데이터기억부(12)는 부호화장치(1)에 입력된 입력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버퍼이다. 이 데이터기억
부(12)에 기억된 입력데이터가 순차 부호화된다.

부호화제어부(13)는 데이터기억부(12)에 기억된 데이터를 순차 부호화 제어하는 제어부이며, 구체적으로
는 우선 최초에 데이터 기억부(12)에 기 억된 데이터를 부호화처리부(10)에 출력하고, 정보비트에 대해 
에러검출처리를 한 후에, 이 데이터를 다시 부호화처리부(11)에 출력하여 에러정정 부호화하여 데이터출
력부(14)에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즉 부호화처리부(10)의 부호화 대상은 입력된 통신정보 그 자체가 되고, 부호화처리부(11)의 부호화 대상
은 부호화처리부(10)가 출력한 부호데이터가 된다. 또한 부호화처리부(10, 11)는 다 같이 규약표준형의 
생성행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데이터의 데이터구조는 통신정보를 나타내는 정보비트에 에러검출용 검
사비트(FCS1)와 에러정정용 검사비트(FCS2)를 부가한 형식이 된다.

데이터출력부(14)는 부호화제어부(13)으로부터 받은 정보열에 통신 플랙 등을 부가하여 통신로(3)에 출력
하는 처리부이다.

상기 구성을 갖는 부호화장치(1)를 사용함으로써 부호화장치(1)에 입력된 통신정보를 2중으로 부호화한 
통신데이터를 통신로(3)에 출력할 수가 있다.

다음에 상기 부호화장치(1)로부터 출력된 통신데이터의 데이터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낸 통신로(3)에서의 통신데이터의 데이터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통신데이터는 64비트∼512비트로 된 가변길이의 정보비트(I), 16비트로 된 에
러검출용 검사비트(FCS1) 및 16비트로 된 에러정정용 검사비트(FCS2)에 통신용의 플랙(FLG) 및 제어신호
(CONT) 등이 부가된 구성이 된다.

즉 FCS1는 부호화장치(1)의 부호화처리부(10)에 의해 부가된 에러검출용 검사비트이며, FCS2는 부호화장
치(1)의 부호화처리부(11)에 의해 부가된 에러정정용 검사비트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정보비트를 가변길이로 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술하는 복호화장
치(2)에서 에러위치를 특정할 때, 에러위치를 FLG측으로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FCS1또는 FCS2의 측으로부
터 세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FCS2를 사용한 복호를 할 경우에는 FCS2의 최종 비트를 기준으로 하여 에러위치가 표시되고, FCS1
를 사용한 복호를 할 경우에는 FCS1의 최종 비트를 기준으로 하여 에러위치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FCS2를 사용하여 복호한 경우에 제2도에 나타낸 비트 A 및 비트 B에 에러가 검출되었다고 하면 
비트 A 및 비트 B의 에러위치는

비트 A; xi = 16 +16 + i

비트 B; xj = 16 +16 + j

로 표현된다.

또 FCS1을 사용하여 복호한 경우에 비트 A 및 비트 B에 에러가 검출되었다고 하면 비트 A 및 비트 B의 에
러위치는

비트 A; xi = 16 + i

비트 B; xj = 16 + j

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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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FCS2를 사용하여 복호한 경우의 에러위치와 FCS1를 사용하여 복호한 경우의 에러위치 사이에는 
FCS1의 비트수(16비트)의 어긋남이 생긴다.

다음에 상기 통신로(3)로부터 통신데이터를 수신하여 복호처리를 하는 복호화장치(2)의 구성에 대해 설명
한다.

복호화장치(2)는 데이터 입력부(20)와,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와,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와, 
에러정정제어부(23)와, 수신데이터기억부(24)와, 에러위치검출부(25)로 구성된다.

데이터입력부(20)는 통신로(3)로부터 수신한 수신데이터를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 에러검출용 신
드롬 발생부(22) 및 수신데이터기억부(24)에 출력하는 처리부이다.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는 통신데이터의 정보열(정보비트+FCS1+FCS2)에 검사행렬 H2를 곱하여 에러
정정용 신드롬 S2를 산출하는 처리부이며, 부호화처리부(11)에 대응한다.

이에 비해서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는 통신데이터의 정보열로부터 FCS2를 제외한 데이터(정보비트
+FCS1)에 검사행렬 H1을 곱하여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을 산출하는 처리부이며, 부호화처리부(10)에 대응
한다.

즉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가 사용하는 검사행렬 H2는 부호화처리부(11)가 사용하는 생성행렬 G2와 
직교하고(G2·H2=0),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가 사용하는 검사행렬 H1은 부호화처리부(10)가 사용하
는 생성행렬 G1과 직교한다(G1·H1=0). 또한 에러정정 및 신드롬발생부(21)가 발생하는 에러정정용 신드
롬 S2는 FCS2의 최종 비트를 에러위치의 기준점으로 한 정보비트, FCS1 및 FCS2에 생긴 에러의 증후를 나
타내고 있다.

한편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가 발생하는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은 FCS1의 최종 비트를 에러위치의 
기준점으로 한 정보비트 및 FCS1에 생긴 에러의 증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는 FCS2의 최종 비트를 기준점으로 한 신드롬을 산출하고, 또 에
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는 FCS1의 최종 비트를 기준점으로 한 신드롬을 산출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양
자가 같은 검사행렬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신드롬의 값은 다르다.

에러정정제어부(23)는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 및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로부터 받은 신드롬 
S1  및 S2에 의거해서 에러정정제어를 행하는 제어부이며, 위치검출의뢰부(23a)와, 의사신드롬연산부(23
b)와, 신드롬조회부(23c)와, 에러정정처리부(236)를 갖는다.

위치검출의뢰부(23a)는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로부터 콘트롤 버스(26)를 거쳐서 받은 신드롬을 에
러위치검출부(25)에 출력하여 에러위치검출부(25)에 에러위치검출을 의뢰하고, 이 신드롬에 대응하는 에
러위치를 에러위치검출부(25)로부터 받는다.

의사신드롬연산부(23b)는 위치검출의뢰부(23a)로부터 받은 에러위치가 올바르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에러
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가 발생하게 될 신드롬을 역산하여, 이 신드롬을 의사신드롬으로서 연산하는 처
리부이다.

신드롬조회부(23c)는  의사신드롬연산부(23b)가  연산한 의사신드롬과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로부터 
콘트롤버스(26)를 거쳐서 받은 신드롬을 조회하는 처리부이다.

에러정정처리부(236)는 신드롬조회부(23b)의 조회 결과에 의거해서 에러정정을 하는 처리부이며, 구체적
으로는 의사신드롬연산부(23b)가 연산한 의사신드롬과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로부터 받은 신드롬이 
일치할 때에만 에러위치 검출부(25)가 검출한 에러위치를 정정하고, 양 신드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호화장치(1)에 재송신요구를 한다.

이와 같이 이 에러정정제어부(23)는 복호화장치(2)의 전체제어를 관장함과 동시에 에러정정의 시비를 신
드롬레벨로 검증한다.

수신데이터 기억부(24)는 복호화장치(2)가 수신한 수신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버퍼이며, 에러정정
용 신드롬발생부(21) 또는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가 가동중인 경우에는 입력통신데이터는 이 수신
데이터기억부(24)에 일시적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이 수신데이터기억부(24)에는 에러정정제어부(23)의 처
리에 필요한 중간데이터가 일시적으로 기억된다.

에러위치검출부(25)는 에러정정제어부(23)의 제어 아래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가 발생한 에러정정
용 신드롬 S2에 의거해서 에러위치를 검출하여 에러위치를 에러정정제어부(23)에 출력하는 처리부이다.

또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가 발생하는 에러정정용 신드롬 S2는 FCS2의 최
종 비트를 에러위치의 기준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러위치 검출부(25)가 검출하는 에러위치에 대
해서도 FCS2의 최종 비트를 에러위치의 기준점으로 한다.

그리고 의사신드롬연산부(23b)는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의 입장에 서서 의사신드롬을 발생하기 때
문에 이 의사신드롬연산부(23b)에서는 에러위치검출부(25)가 검출한 에러위치로부터 FCS2의 비트수(16비
트)를 감한 FCS1의 최종 비트를 기준점으로 하여 의사신드롬을 연산한다.

이와 같이 복호화장치(2)는 종래 기술과 같이 2중으로 검출한 에러위치를 각각 조회하여 에러위치의 타당
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드롬레벨로 에러위치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
드롬으로부터 에러위치를 구하는 것보다 에러위치로부터 신드롬을 역산하는 편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기 에러정정제어부(23)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3도는 제1도에 나타낸 에러정정제어부(23)의 처리절차를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선 최초로 에러정정제어부(23)는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가 발생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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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정정용 신드롬 S2를 콘트롤 버스로부터 받아들이고(스텝 301), 이 신드롬 S2가 0인가의 여부를 판단하
여(스텝 302) 에러의 유무를 확인한다.

즉 신드롬은 에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이 되고, 에러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 에러의 증후를 나타내
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하여 수신데이터의 체크를 한다.

그리고 이 신드롬 S2가 0일 경우에는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가 발생한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을 콘
트롤 버스로부터 받아들여(스텝 303), 이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이 0인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304).

그리고 이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이 0일 경우에는 에러가 없는 것으로 하여(스텝 305)처리를 종료하고, 에
러검출용 신드롬 S1이 0이 아니면 부호화장치(1)에 대해 재송신요구를 한(스텝 306) 후에 처리를 종료한
다.

즉  에러정정용  신드롬  S2  및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이  다  같이  0일  경우에만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에러정정용 신드롬 S2와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이 모순될 경우에는 에러를 보아넘긴 것으로 판
단한다.

다음에 스텝 302에서 에러정정용 신드롬 S2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에러정정제어부(23)는 에러위치검출부(25)에 대해 정정용 신드롬을 출력하여 에러비트 i, j
를 특정시킨다(스텝 307). 또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에러비트의 위치는 FCS2의 최종 비트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에러위치검출부(25)로부터 에러비트의 위치 I, j를 받아들였으면

i = i - 16

j = j - 16

과 같은 감산처리(스텝 308)를 행한 후에 i 및 j가 정(正)인가의 여부를 확인한다(스텝 309).

여기서 스텝 308의 감산처리를 하는 이유는 FCS2의 최종 비트를 기준으로 한 에러비트의 위치를 FCS1의 
최종 비트를 기준으로 한 에러비트의 위치로 좌표변환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실시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6비트의 FCS2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트수를 감할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또 스텝 309의 판정을 하는 이유는 i 및 j가 다 같이 정이 아닐 경우에는 정보비트(I) 및 FCS1에 에러가 
생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i 및 j가 다 같이 정이 아닐 경우에는, 즉 정보비트(I) 및 FCS1에 에러가 생기고 있지 않을 경우
에는

yi = 0

yj = 0

로 하고(스텝 310), i또는 j중 어느 한쪽이 정일 경우, 즉 FCS2에 하나의 에러가 생겼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예를들어 i가 정이 아니고, j가 정이라고 가정하면

yi = 0

yj = f(j)

와 같이

yk = 0(k≤0)

yk = f(k)(k0)

로 하고(스텝 311).

i 및 j가 다같이 정일 경우, 즉 정보비트(I)및 FCS1에만 에러가 생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yi = f(i)

yj = f(j)

로 하여(스텝 311),

y = yi +yj

로 한다(스텝 312).

여기서 이 yi 및 yj는 에러비트의 위치 i, j를 생성다항식이 있는 근(원시근)의 누승으로 표현한 것이며, 
f는 부호화처리부(10)가 부호화를 행할 때 사용한 부호화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또 y는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가 생성하여야 할 신드롬을 에러위치를 사용하여 의사적으로 역산한 
신드롬이다.

즉 스텝 310∼스텝 312의 처리에서는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가 검사행렬 H1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신드롬 S1을 에러정정용 신드롬으로부터 역산하여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사신드롬 y와 신드롬 S1이 일치하면 에러위치 검출부(25)가 검출한 에러위치가 정당한 것이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위치검출부(25)가 검출한 에러비트의 위치가 정당한 것이 아
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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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다음에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가 발생한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을 콘트롤 버스(26)로부터 
꺼내어(스텝 313), 이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이 의사신드롬 y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한다(스텝 314).

그리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재송신요구를 함과 동시에(스텝 306), 양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에러위치
검출부(25)가 검출한 위치에 존재하는 에러비트를 정정한다.

상기 일련의 처리를 행함으로써 종래 기술과 같이 에러정정을 한 후에 그 정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에러정정을 하기 전에 정정의 정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환언하면 데이터입력부(20)가 정보열을 수신하면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와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
부(22)는 병렬적으로 처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실시예 1에서는 복호화장치(2)에서 에러위치검출부(25)가 검출한 에러위치로부터 에러
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가 발생하는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에 대응하는 의사신드롬을 역산하고, 이 의사
신드롬과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을 비교하여 정정의 시비를 판단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에러정정용 신드
롬발생부(21)의 처리와 에러검출용 신드롬발생부(22)의 처리를 병렬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또 에러정정의 시비를 신드롬 레벨로 판단하여 에러위치의 검출처리를 간략화할 수가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송신국측이 부호화장치(1)만을 가지며, 수신국측이 복호화장치(2)만
을 갖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송신국 및 수신국이 각각 부호화장치(1)와 복호화장치(2)를 갖는 것
도 가능하다.

그런데 상기 실시예에서는 통신내용에 에러검출부호화를 한 후에 에러정정 부호화를 하도록 구성하고 있
기때문에 통신데이터에 포함되는 정보열은 정보비트(I), 에러검출용 검사비트(FCS1) 및 에러정정용 검사
비트(FCS2)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 1의 구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신내용에 에러정정 부호화를 한 후에 
다시 에러검출 부호화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

즉 이 경우의 통신데이터의 데이터구조는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도에 나타낸 통신데이터와 비교해
서 에러검출용 검사비트 FCS1의 위치와, 에러정정용 검사비트 FCS2의 위치가 역전한다.

이 때문에 에러검출부(25)에서는 제4도에 나타낸 FCS2의 최종 비트를 기준위치로 하여 에러위치를 구하게 
된다.

또 이 경우에는 의사신드롬연산부(23b)가 의사신드롬을 연산할 때, 제3도의 스텝 30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러위치 i, j의 좌표를 16비트 감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16비트 가산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정정을 할 때에 FCS1에 생긴 에러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FCS1의 비트길이에 비해 정
보비트길이가 대단히 큰 경우에 유효하게 된다.

이상에서 가변길이의 정보비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FCS1또는 FCS2의 최종 비트를 에러의 기준위치로 한 실
시예 1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에 고정길이의 정보비트를 사용함과 동시에 정보비트의 선두비트를 에러의 기준위치로 하는 실시예 2
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제1도에 나타낸 부호화장치(1)와 복호화장치(2)를 마찬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다.

제5도는 고정길이의 정보비트에 대해 에러검출부호화 및 에러정정부호화를 한 경우의 통신데이터의 데이
터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경우의 데이터구조는 제2도에 나타낸 데이터구조와 마찬가지의 것이 되고, 
정보비트(I)가 512비트의 고정길이로 되는 점만이 다르다.

이와 같이 정보비트(I)를 고정길이로 한 경우에는 에러위치를 FCS1 또는 FCS2의 최종 비트를 기준위치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보비트(I)의 최초의 비트를 에러의 기준위치로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에러의 기준위치를 정보비트(I)의 최초의 비트로 할 경우에 상기 실시예 1과 다른 점에 대하여 설
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고정길이의 정보비트(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1도에 나타낸 에러정정용 신드롬 및 
에러검출용 신드롬은 어느 것이나 정보비트(I)의 최초의 비트를 에러위치의 기준점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실시예 1의 제3도의 스텝 308에서 행하는 감산처리가 불필요하게 되고, 또 에러검출용 신드롬
발생부(22)가 사용하는 검사행렬 H1을 에러정정용 신드롬발생부(21)가 사용하는 검사행렬 H2와 동일하든
가 또는 그 펑처드 부호(punctured code)로 하면 의사신드롬을 사용하지 않아도 에러정정용 신드롬 S2와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은 일치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에러정정을 하는 생성행렬 G2 및 검사행렬 H2가 2중의 에러정정을 기도할 경우에는, 생
성행렬 G1 및 검사행렬 H1은 1번의 에러정정과 2번의 에러검출이 가능하면 충분하고, 일부러 동일 검사행
렬을 사용하여 부호길이의 증대를 초래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다.

또 펑처드 부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검사비트를 제외하는가에 따라 얻어진 부호의 에러검출능력이 변
화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으로부터 비록 에러의 기준위 치를 정보비트(I)의 선두 비트로 할 경우라도 역시 에러정정의 시비를 
신드롬 레벨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의사신드롬을 역산하여 신드롬 레벨로 정정의 시비를 검증
하는 본 발명을 적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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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는 이와 같은 경우의 에러정정제어부(23)의 처리절차를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제3도에 나타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러정정제어부(23)는 에러정정용 신드롬 S2를 콘트롤 버스로부터 받
아들이고(스텝 601), 이 신드롬 S2가 0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스텝 602) 에러의 유무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 신드롬 S2가 0인 경우에는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을 판독하여(스텝 603), 이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이 0인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604).

그리고 이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이 0인 경우에는 에러가 없는 것으로 하여(스텝 605) 처리를 종료하고,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이 0이 아니면 부호화장치(1)에 대해 재송신요구를 한(스텝 606) 후에 처리를 종료
한다.

한편 스텝 602에서 에러정정용 신드롬 S2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에러정정제어부(23)는 에러위치검출부(2
5)에 에러비트의 위치 i, j를 특정시킨다(스텝 607). 여기서 이 경우의 에러비트의 위치는 제3도의 경우
와 달리 정보비트(I)의 최초의 비트를 기준점으로 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에러정정제어부(23)가 에러위치검출부(25)로부터 에러비트의 위치 i, j를 받아들이면

yi = f(i)

yj = f(j)

를 계산하고(스텝 608),

y = yi + yj

와 같이 yi 및 yj 를 가산하여 y를 구한다(스텝 609).

다음에 에러검출용 신드롬 S1을 판독하고(스텝 610), 이 에러 검출용 신드롬 S1이 의사신드롬 y와 일치하
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스텝 611),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재송신요구를 하고(606), 양자가 일치할 경
우에는 검출한 위치의 비트에러를 정정한다(스텝 612).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실시예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FCS1또는 FCS2의 최종 비트를 에러위치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본 실시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보비트(I)의 최초의 비트를 에러기준위치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
할 수가 있다.

이상으로 정보비트(I)의 최초의 비트를 에러기준위치로 하는 실시예 2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1 및 실시예 2에서는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정정 부호화를 중첩하여 행하는 경우
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정정 부호화를 
3중 이상으로 조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제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보비트(I)를 분할한 각 정보비트 I1~I8에 대해서 실시예 1 또는 
실시예 2에 나타낸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정정 부호화를 행하고, 에러검출용 검사비트 FCS11~FCS13 및 
에러정정용 검사비트 FCS21~FCS23을 부가할 경우에 블록 1∼3전체를 다시 에러정정 부호화하여 에러정정
용 검사비트 FCS3을 부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에러정정용 검사비트 FCS21∼FCS23에 의거해서 블록마다 에러위치를 검출하여 이 에러위치로
부터 각 블록마다의 의사신드롬을 계산함과 동시에, 이 계산한 의사신드롬과 에러검출용 검사비트 FCS11
∼FCS13에 의거해서 산정한 신드롬을 비교하여 신드롬 레벨로 에러검출의 시비를 검증한다.

또 최후에 부가한 에러정정용 검사비트 FCS3에 의거해서 통신데이터 전체의 에러위치를 구함과 동시에, 
이 에러위치로부터 각 블록에 대응하는 의사신드롬을 구하여 신드롬 레벨로 에러검출의 시비를 검증한다.

그리고 이들 검증 결과, 어느것이나 신드롬이 일치한 경우에만 에러검출 정정을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정정 부호화를 3중 이상으로 조합시킨 경우에도 적용할 수
가 있다. 또한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정정 부호화를 다중화하면 부가하여야 할 용장비트가 증대하여 통
신효율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한 통신용의 옵션으로서 에러정정용 검사비트 FCS3의 위치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음에 이 에러정정 시스템을 무선통신장치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설명한다.

제8도(a)는 본 발명을 적용한 무선통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8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무선통신장치(800)는 시분할다중(TDMA)방식으로 데이터통신을 하는 것으
로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컴퓨터(PC)(87)에 접속된다.

이 무선통신장치(800)는 TDMA 디코더 및 TDMA 엔코더로 된 TDMA부(83)와, 복조부 및 변조부로 된 모뎀부
(84)와, 수신부, 송신부, 신세사이저, 송수분파 스위치를 갖춘 무선부(85)와, 각 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86)에, 에러정정부(88)를 부가한 구성으로 된다.

이 에러정정부(88)는 본 발명에 관한 에러정정을 하는 처리부이며, 제1도에 나타낸 부호화장치(1) 및 복
호화장치(2)의 양 기능을 갖는다. 즉 이 에러정정부(88)는 PC(87)로 부터 받은 송신데이터에 대해 에러검
출 부호화 및 에러 정정 부호화를 하여 TDMA부(83)에 출력함과 동시에, TDMA부(83)로부터 수신데이터를 
받아서, 이 수신데이터에 생긴 에러를 신드롬 레벨로 검증하면서 에러를 정정한다.

또한 이 무선통신장치(800)는 데이터통신을 하는 PC(87)에 접속되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무선통
신장치(800) 내부에 표시부 및 입력부 등을 설치하여 독자적인 무선데이터 통신장치로 할 수도 있다.

제8도(b)는 본 발명을 무선전화장치에 접속한 경우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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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도(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무선전화장치(810)는 시분할다중(TDMA)방식으로 음성통신 및 데이터통신
을 하는 것으로서, 스피커(80a) 및 마이크로폰(80b)이 접속된 PCM 코딕(81)과, ADPCM 코딕(82)과, TDMA 
디코더 및 TDMA 엔코더로 된 TDMA부(83)와, 복조부 및 변조부로 된 모뎀부(84)와, 수신부, 송신부, 신세
사이저, 송수분파 스위치를 갖춘 무선부(85)와, 각 부를 제어하는 제어부(86)로 되며, 이 무선전화장치
(810)에는 에러정정부(88)를 갖는 데이터처리장치(820)를 거쳐서 PC(87)가 접속된다.

또한 이 에러정정부(88)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한 에러정정을 하는 처리부로서, 제1도에 나타
낸 부호화장치(1) 및 복호화장치(2)의 양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신드롬 레벨로 에러정정의 시비를 검증할 수 있는 에러정정부(88)를 갖는 데이터처리장치(82
0)를  무선전화장치(810)에  접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에러정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을  행할  수가 
있다.

제8도(c)는 본 발명을 적용한 유선통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8도(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유선통신장치(900)는 모뎀부(90) 및 PC(87) 사이에 에러정정부(88)가 배
치되어 있다.

즉 에러정정부(88)는 PC(87)로부터 받은 송신데이터에 대해 에러검출 부호화 및 에러정정 부호화를 하여 
모뎀부(90)에 출력함과 동시에, 모뎀부(90)로부터 수신데이터를 받아서, 이 수신데이터에 생긴 에러를 신
드롬 레 벨로 검증하면서 에러를 정정한다.

이에 따라 용장부호화한 데이터를 모뎀부(90)  및  NCU(network  control  unit)(91)를  거쳐서 패킷교환망
(PCTN)(92)에 출력함과 동시에, PCTN(92)으로부터 받은 수신데이터에 대해 에러의 검증을 하면서 에러정
정을 행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내용을 나타내는 정보비트에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한 제1의 검사비트와 제2의 생성다항식에 의거
한 제2의 검사비트를 부가한 정보열을 수신하여, 상기 제2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열의 에러
정정을 행함과 동시에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에러정정의 시비를 확인하는 에러정정장치
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비트 또는 상기 제1의 검사비트에 생기는 에러에 
의해 결정되는 제1의 신드롬을 발생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열에 생긴 
에러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신드롬을 발생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신드롬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한 제2
의 신드롬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열에 생긴 에러의 위치를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에러위치 검출수단에 의
해 검출한 에러위치와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제3의 신드롬을 역산하는 수단과; 상기 제3의 
신드롬과 상기 제1의 신드롬이 동일할 때 상기 정보비트에 발생한 에러를 정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신드롬 발생수단은 제1의 생성다항식과 직교하는 검사다항식을 미리 준비해 
두고, 이 검사다항식과 상기 정보비트 및 상기 제1의 검사비트의 내적을 구함으로써 제1의 신드롬을 발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신드롬 발생수단은 제2의 생성다항식과 직교하는 검사다항식을 미리 준비해 
두고, 이 검사다항식과 상기 정보열의 내적을 구함으로써 제2의 신드롬을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수단은 상기 에러위치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한 에러위치를 상기 정보비트 
및 상기 제1의 검사비트의 우단의 비트를 기준위치로 한 에러위치로 보정하고, 이 보정한 에러위치와 상
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제3의 신드롬을 역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수단은 상기 에러위치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한 에러위치를 상기 정보비트
의 좌단의 비트를 기준위치로 한 에러위치로 보정하고, 이 보정한 에러위치와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제3의 신드롬을 역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장치.

청구항 6 

통신내용을 나타내는 정보비트에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한 제1의 검사비트 및 제2의 생성다항식에 의거
한 제2의 검사비트를 부가한 정보열을 송신하는 송신처리부와, 상기 정보열을 수신하여 상기 제2의 생성
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열의 에러정정을 행함과 동시에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에
러정정의 시비를 확인하는 수신처리부를 갖는 에러정정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수신처리부가,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비트 또는 상기 제1의 검사비트에 생긴 에러에 의해 결정되는 제1의 신
드롬을 발생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열에 생긴 에러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신드롬을 발생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신드롬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한 제2의 신드롬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열에 생긴 에러의 위치를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에러위치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한 에러위치와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제3의 신드롬을 역산하는 수단과; 상기 제3의 신드롬과 상기 제1의 신
드롬이 동일할 때 상기 정보비트에 발생한 에러를 정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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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신드롬 발생수단은 제1의 생성다항식과 직교하는 검사다항식을 미리 준비해 
두고, 이 검사다항식과 상기 정보비트 및 상기 제1의 검사비트의 내적을 구함으로써 제1의 신드롬을 발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신드롬 발생수단은 제2의 생성다항식과 직교하는 검사다항식을 미리 준비해 
두고, 이 검사다항식과 상기 정보열의 내적을 구함으로써 제2의 신드롬을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수단은 상기 에러위치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한 에러위치를 상기 정보비트 
및 상기 제1의 검사비트의 우단의 비트를 기준위치로 한 에러위치로 보정하고, 이 보정한 에러위치와 상
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제3의 신드롬을 역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시스템.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수단은 상기 에러위치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한 에러위치를 상기 정보비트
의 좌단의 비트를 기준위치로 한 에러위치로 보정하고, 이 보정한 에러위치와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제3의 신드롬을 역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시스템.

청구항 11 

통신내용을 나타내는 정보비트에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한 제1의 검사비트 및 제2의 생성다항식에 의거
한 제2의 검사비트를 부가한 정보열을 수신하고, 상기 제2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열의 에러
정정을 행함과 동시에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에러정정의 시비를 확인하는 에러정정방법
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비트 또는 상기 제1의 검사비트에 생긴 에러에 
의해 결정되는 제1의 신드롬을 발생함과 동시에, 상기 제2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열에 생긴 
에러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신드롬을 발생하는 제1단계와; 상기 제2의 신드롬에 의거하여 상기 정보열에 
생긴 에러의 위치를 검출하는 제2단계와; 상기 검출한 에러위치와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제3
의 신드롬을 역산하고, 상기 제3의 신드롬과 상기 제1의 신드롬이 동일할 때 상기 정보비트에 발생한 에
러를 정정하는 제3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제1의 생성다항식과 직교하는 검사다항식을 미리 준비해 두고, 이 검사
다항식과 상기 정보비트 및 상기 제1의 검사비트의 내적을 구함으로써 제1의 신드롬을 발생함과 동시에, 
제2의 생성다항식과 직교하는 검사다항식을 미리 준비해 두고, 이 검사다항식과 상기 정보열의 내적을 구
함으로써 제2의 신드롬을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제2단계에서 검출한 에러위치를 상기 정보비트 및 상기 제1의 검
사비트의 우단의 비트를 기준위치로 한 에러위치로 보정하고, 이 보정한 에러위치와 상기 제1의 생성다항
식에 의거하여 제3의 신드롬을 역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제2단계에서 검출한 에러위치를 상기 정보비트의 좌단의 비트를 
기준위치로 한 에러위치로 보정하고, 이 보정한 에러위치와 상기 제1의 생성다항식에 의거하여 제3의 신
드롬을 역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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