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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의 CRC 복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비트 단위로 CRC 복호 하는 디지

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서의 CRC 복호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트 단위의 CRC 복호 값을 저장하여 입력되는 바이

트 값에 해당하는 CRC 복호 값을 추출함으로써 바이트 단위로 CRC 복호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

송 수신장치에서의 CRC 복호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바이트 단위로 CRC 복호를 하여 시스템의 클록

을 낮출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DMB, CRC 복호, LFSR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의 개념적인 구성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관련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파일럿 슈퍼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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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관련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각 프레임의 데이터 신호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과 관련하여 데이터 모드 검출기내 CRC 복호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CRC 복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22 : 파일럿 RS 복호기 24 : 데이터 모드 검출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수신 장치의 데이터 모드 검출기 내에서

CRC 복호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은 크게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과 위성 디지털 멀티미

디어 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중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은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동 중에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중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은 CDM(Code Division Multiplexing: 부호 분할 다중 방식)

을 기반으로 하여 위성체와 상기 위성체로부터 전파를 직접 받지 못하는 음영 지역을 해소하는데 쓰이는 중계기인 지상의

갭 필러(Gap Filler)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CDM 전송 방식을 취하며, CD(Compact Disk)급 음질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날씨, 교통, 비디오 정보 등을 방송하는 대표적인 통신, 방송 융합의 신개념 서비스이다.

상술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은 전국 방송으로서 커버리지(coverage)가 넓은 장점이 있으나, 전송 채널은 무선 이

동 수신 채널로서 수신 신호의 크기가 시변(time-varying)할 뿐만 아니라, 이동 수신의 영향으로 수신 신호 스펙트럼의 도

플러 천이(doppler shift)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채널 환경에서의 송, 수신을 고려하여, 상기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방식은 CDM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시간 영역 신호에 대한 인터리빙을 수행하여 전송 채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신 단에서 인터리빙(interleaving) 등이 되어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 단에서 오류정정하는 순방향 오류정정 부호화부의

데이터 모드 검출기 내 CRC 복호기에서 일차적으로 파일럿 채널의 오류 여부를 판정하는 CRC 복호를 하게 된다.

이때, 종래에는 송신 단에서의 CRC 부호화가 비트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수신 단에서도 이를 비트 단위로 처리하여야 하

는데, 상기 파일럿 RS 복호기의 출력이 바이트 단위여서 상기 CRC 복호를 수행하기 위해 상기 입력되는 파일럿 RS 복호

기의 출력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야 함으로써 시스템 클록이 증가하여 소모 전력이 크고 또한 수신장치의 복잡도

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서의 CRC

복호 과정에서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여 시스템의 클록을 낮추고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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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서의 CRC 복호 방법은 비트 단위로

CRC 복호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트 단위의 CRC 복호 값을 저장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저장 후 입력되는 바이트 값에 해당하는 상기 저장 값을 추출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여 바이트 단위로 CRC 복호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제 1 단계에서, 저장되는 CRC 복호 값은 256( )개 인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한 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를 선택하였으나, 특정한 경우는 출원

인이 임의로 선정한 용어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되는 발명의 설명 부분에서 상세히 그 의미를 기재하였으므로, 단순한 용

어의 명칭이 아닌 용어가 가지는 의미로서 본 발명을 파악하여야 됨을 밝혀 두고자 한다.

종래와 동일한 구성 요소는 설명의 편의상 동일 명칭 및 동일 부호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면, 먼저 도 1은 본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

치의 개념적인 구성 블록 도이다.

상기 수신장치의 수신 과정을 살펴보면, 안테나로 입력된 수신 신호는 튜너(10)에서 기저대역(Base band)으로 변환되고,

상기 기저대역으로 변환된 신호는 수신된 신호의 전력을 측정하여 계산된 이득 값을 곱하여 A/D(12)로 신호의 크기를 일

정하게 유지하여 입력시키는 자동 이득 조절부(11)를 거쳐 상기 A/D(12)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신호는 CDM 전송 방식에서 신호를 복조하기 위해 서쳐(Searcher)(13)에서 신호 동기를 -1/2

~ +1/2 칩 이내로 포착하고, 상기 포착된 신호를 추적기(Tracker)(14(1) ~ 14(n))에서 신호의 동기를 미세하게 맞추어

추적한다.

상기에서 칩(Chip)이라 함은 의사 잡음 시퀀스(PN)의 구분 단위를 말한다.

상기 신호를 포착하고 추적하여 동기를 맞춘 신호는 수신장치에서 생성한 의사 잡음 시퀀스(PN)를 곱해 역확산시키고, 여

기에 CDM 채널을 구분하는데 사용된 WALSH 코드를 곱해 원하는 CDM 채널의 심볼을 추출(15(1) ~ 15(n))한다.

상술한 과정은 상기 서쳐(13)가 찾아준 모든 다중 경로에서 수행되며, 각각을 핑거(Finger)라 부른다.

여기에서 주파수 오프셋 추정기(27)는 상기 각 핑거별로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여 이를 합성한 뒤에, 상기 튜너(10)로 피

드백하여 주파수 오프셋을 보정한다.

레이크(RAKE) 합성기(16)에서는 복조를 원하는 모든 CDM 채널에 대해서 상기 추출한 심볼을 합성한다.

상기 프레임 및 슈퍼 프레임의 타이밍 추출회로(17)는 합성된 심볼들의 프레임 및 슈퍼 프레임의 타이밍 정보를 추출하여

순방향 오류정정 부호 화부에 전달한다.

이렇게 하여 상기 레이크 합성기(16)에서 보낸 신호는 1개의 파일럿 채널과 4개의 데이터 채널이 본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 순방향 오류정정 부호화 부로 입력되어 오류정정 되어 A/V 데이터 복호기(26)를 통해 디스플레이된다.

현재 개발중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의 파일럿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는 데이터 양식 값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인터리빙 모드(Interleaving mode)이고, 두 번째는 길쌈 부호화율(Convolution Code rate)이다.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은 이동 수신 환경에서 발생하는 연집 오류를 분산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만들기 위해 순방향 오류정정 부호화 부 내에 비트 인터리버(Bit Deinterleaver)(19)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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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페이딩(fading)의 정도에 따라 인터리버의 사이즈(size)를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드를 설정하는데

이것이 인터리빙 모드이다.

또한,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의 송신장치에서 길쌈 부호기를 사용하므로, 수신장치에서 이를 복호 하기 위해

서는 비터비 복호기(21)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상기 송신장치의 길쌈 부호기의 부호화율(code rate)의 값을 조정함으로써, 전송되는 메시지 비트와 패리티 비트 사

이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길쌈 부호화율(Convolution Code rate)이다.

상술한 데이터 모드 값들은 파일럿 채널에 포함되어 전송되는데, 도 2와 도 3과 같은 구조로 전송된다.

본 발명을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데이터 모드 값 즉, 인터리빙 모드 값과 길쌈 부호화율은 하나의 슈퍼프레임(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프레임)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관련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파일럿 슈퍼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인데, 먼저 하나의 슈퍼 프레

임은 6개의 프레임(프레임 넘버 0~5)으로 구성되고, 상기 각 프레임은 파일럿 신호(PS)와 데이터 신호(D1~D51)로 구성

된다.

상기 파일럿 신호(PS)는 동기(위치)를 맞춰주기 위해 삽입된 것이다.

상기 데이터 신호는 하기의 도 3과 같은 내부 구성을 가지는데, 도 3은 본 발명에 관련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각 프

레임의 데이터 신호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각 프레임의 데이터 신호(D 1~D 51)는 파일럿 정보(D 3 ~ D 22)와 RS 코드의 체크 바이트들(D 23 ~ D 26)로 구성

된다.

상기 파일럿 정보(Pilot Information)는 식별자(identifier) 1 바이트와 페이로드 데이터(Payload data) 77 바이트(byte)와

에러 검출을 위한 CRC(Cyclic Redundancy Check) 2 바이트를 합하여 총 80 바이트로 구성된다.

상기 도 3에서는 상기 각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이터 신호 중 D 26까지 나타낸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에서는 도 3과 같은 구조를 가진 2개의 데이터 신호가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한다.

상기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2개의 데이터 신호는 구조는 같으나, 송신장치에서 전송한 값에 따라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앞 단의 프레임 및 슈퍼 프레임 타이밍 추출회로(17)로부터 각 슈퍼 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전달받아서, 상기 각 슈

퍼 프레임 및 프레임 내에 상대적인 위치를 추적하여 데이터 모드 값들을 검출한다.

상기 데이터 모드 값들을 검출하기 위한 파일럿 채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기 데이터 모드 검출기(24)에서는 매 슈퍼

프레임마다 수신장치에 설정된 일정 회수 이상 동일한 데이터 모드 값이 입력되는 지를 카운트하여 현재 입력되고 있는 데

이터 모드 값을 신뢰할지 결정하고, 상기 결정 후에 비로소 실제 앞 단의 비트 역인터리버(19)와 비터비 복호기(21)로 상기

검출한 인터리빙 모드 값과 길쌈 부호화율 값을 각각 전송한다.

상기 데이터 모드 검출기(24)에서 데이터 모드 값을 검출하는 과정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데이터 모드 검출기(24)는 상기 파일럿 RS 복호기(22)의 바이트 단위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도 3에서와 같이

80 바이트씩 묶어서 즉, 총 640 비트(bit)씩 CRC 복호를 한다.

즉, 상기 파일럿 RS 복호기(22)의 출력은 640 비트 단위로 CRC 체크가 이루어진다.

또한, 송신장치에서 CRC 부호화가 비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신장치에서도 마찬가지로 CRC 복호가 비트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나, 상기 데이터 모드 검출기(24)에 입력되는 파일럿 RS 복호기(22)의 출력은 바이트 단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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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신장치에서 CRC 복호 시 비트 단위로 수행하기 위해, 상기 파일럿 RS 복호기(22)의 바이트 단위의 출력을 비

트 단위로 변환해줘야 한다.

하지만, 상기 바이트 단위의 신호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비트 스트림으로의 변환을 위한 시스템의 빠른 클록을

요하고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데이터 모드 검출기(24)에서의 CRC 복호 시 상기와 같이 비트 단위가 아닌 바이트 단위로

이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파일럿 RS 복호기의 바이트 단위의 출력을 비트 단위로 바꾸기 위해 시스템의 클록을 높이거나

바이트/비트 변환기가 필요가 없어 수신장치의 복잡도가 감소하고 전력 소모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의 에러 검출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기 에러 검출 방법에는 송신장치에서는

보내고자 하는 원래의 정보 이외에 별도로 잉여분의 데이터 추가하고, 수신장치에서는 상기 잉여 데이터를 검사함으로써

에러 검출한다.

상기 에러 검출 방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글자 단위로 에러 검출을 하는 패리티 체크(Parity check) 방법과 블록 단위

로 에러 검출을 하는 블록 섬 체크(Block sum check)방법과 순환 중복 검사(CRC) 방식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CRC 복호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상기 CRC 방식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블록 단위로 검출하기 위하여 순환 2진 부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상기 순환 2진 부호라 함은 연속적인 2진수가 단 하나의 비트 위치에서만 바로 앞의 수와 한 비트씩 다르게 표시된 것을 말

하는데, 이는 보통 2진수와 마찬가지로 0과 1의 2개의 2진 숫자로 표시되지만 보통 2진수와는 다르다. 상기 순환 2진수는

실제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를 표를 통해 살펴보면,

[표 1]

 10 진수  순환 2진 부호  보통 2진수

 0  0000  0000

 1  0001  0001

 2  0011  0010

 3  0010  0011

 4  0110  0100

 5  0111  0101

 6  0101  0110

 7  0100  0111

 8  1100  1000

 9  1101  1001

와 같다. 즉, 상기 보통 2진수는 실제 10진수의 값을 나타내나, 순환 2진 부호는 실제 10진수와 다른 값이다.

상기 CRC 방식은 프레임을 하나의 긴 2진수로 간주하여 특정의 2진 제수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전송 프레임에 실어 전송

하는 방식이다.

또한, 상기 나머지를 BCC(Block Check Character)라고도 하는데, 상기 프레임이 수신되면 수신장치는 같은 제수

(generator)를 사용하여 나눗셈의 나머지를 검사하여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상기 CRC는 순환 부호(Cyclic code)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 검출 성능이 높고 부호기(encoder)나 복호기(오류 검출 회

로)(decoder)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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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RC 복호기를 살펴보면, 계산된 BCC는 쉬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에 저장이 되고, 상기 레지스터는 CRC 코드

를 생성하는데, 상기 레지스터에 있는 각 구성은 생성 다항식의 등급과 동일하다.

또한, 배타적 논리합(Exclusive-OR) 요소들의 수도 또한 그 다항식과 관계되는 수이다. 상기 이러한 CRC 장치의 종류에

는 CRC-12, CRC-16, CRC-CCITT 등이 있는데, 본 발명에서는 상기에서 CRC-16 장치를 일예로 들어 설명한다.

상기 CRC-16은 8비트 캐릭터용의 동기 방식에 응용되고, BCC 축적은 16비트가 되고, 생성 다항식은

이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의 데이터 모드 검출기내 CRC 복호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4는 입력을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는 CRC 복호기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즉, 상기 도 4를 보면 입력 i(t)[7] ~ i

(t)[0] 까지 1 바이트(8비트)가 병렬로 입력된다.

상기 도 4의 각 구성 블록이 하나의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 : 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을 나타낸다.

상기의 바이트 단위의 입력으로 CRC 체크를 하기 위해 먼저 이와 관련하여 CRC 복호와 관련된 표를 먼저 살펴본다.

[표 2]

 d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1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0  0  1  1  1  1  1  0  0  1  1

 1  1  1  1  1  1  0  0  0  1  1  1  1  0  0  0  1

 1  1  1  1  1  1  0  0  0  0  1  1  1  0  0  0  0

 0  0  1  1  1  1  1  0  0  0  0  1  1  1  0  0  0

 0  0  0  1  1  1  1  1  0  0  0  0  1  1  1  0  0

 0  0  0  0  1  1  1  1  1  0  0  0  0  1  1  1  0

 0  0  0  0  0  1  1  1  1  1  0  0  0  0  1  1  1

 1  1  0  0  0  0  0  1  1  1  1  0  0  1  0  1  1

 1  1  1  0  0  0  1  0  1  1  1  1  0  1  1  0  1

 1  1  1  1  0  0  1  1  0  1  1  1  1  1  1  1  0

 0  0  1  1  1  0  0  1  1  0  1  1  1  1  1  1  1

 1  1  0  1  1  1  1  0  1  1  0  1  1  0  1  1  1

 1  1  1  0  1  1  0  1  0  1  1  0  1  0  0  1  1

 1  1  1  1  0  1  0  0  1  0  1  1  0  0  0  0  1

 1  1  1  1  1  0  0  0  0  1  0  1  1  1  0  0  0

상기 x는 각 LFSR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값으로 그 초기 상태는 모두 '1'로 설정한다.

상기 d는 비트 단위의 입력을 나타내는데, 상기에서 보면 차례대로 '11110000' 8비트와 '11101111' 8비트 즉, 16비트를

입력으로 했을 때의 출력을 표에서 예로 나타내었다.

상기 표 2는 비트 입력을 상기 도 4와 같은 LFSR 에 입력하였을 때의 결과 값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이러한 비트 입력에 대한 레지스터의 결과 값은 계산하면 상기 표 2와 같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8번째 비트 입력에 대한 결과 값을 미리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한 뒤 이를 사용함으로써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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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표 1에서 1 바이트씩 끊어서 보면, 상기 처음 8비트의 입력이 '11110000'으로 입력되면 출력은

'1110000111110000'이 되고, 그 다음 8비트의 입력이 '11101111'으로 입력되면 출력은 '000110100001111'이 되게 된

다.

그리하여 송신 단에서 비트 단위로 부호화를 하더라도 수신 단에서 비트 단위에 대한 결과 값을 바이트 단위로 추출하여

미리 저장한 뒤, 상기 파일럿 RS 복호기의 바이트 단위의 출력에 해당하는 비트 입력을 찾아 그에 대한 바이트 단위의 저

장 값을 불러들여 CRC 복호에 이용하는 것이다.

상기 도 4의 LFSR 에 적용함으로써 비트 단위에서의 처리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나, 이를 병렬로 한꺼번에 입력하여 바이

트 단위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상기 비트 입력을 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각 바이트에 해당하는 출력 값을 이미 계산하여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값을 이용함으로써, 바이트 단위로 입력되는 신호를 별도로 비트 단위로 처리하지 않고 바이트 단위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술한 표 1에서 입력으로 들어간 '11110000'에 해당하는 바이트 값이 파일럿 RS 복호기로부터 출력이 되는

데, 종래 기술에 의하면 이를 다시 비트 단위로 처리하여 상술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11110000'

를 그대로 병렬로 입력하여 처리한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이 비트 단위로 처리하나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나 상기 '11110000' 입력에 대한 출력은 8번째 행의

LFSR 값인 '1110000111110000'이 된다.

이하 상기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해당하는 바이트 단위로 CRC 복호 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먼저 시간 t 일 때

입력 비트 스트림을 바이트 단위로 MSB(Most Significant Bit, 이하 ‘MSB’)부터 나타내면,

i(t)[7], i(t)[6], i(t)[5], i(t)[4], i(t)[3], i(t)[2], i(t)[1], i(t)[0]

라고 한다.

그리고 LFSR에 저장된 값을 MSB부터 나타내면,

g(t)[15], g(t)[14], g(t)[13], g(t)[12], g(t)[11], g(t)[10] ,g(t)[9], g(t)[8], g(t)[7], g(t)[6], g(t)[5] g(t)[4], g(t)

[3], g(t)[2], g(t)[1], g(t)[0]

이다.

또한, 시간 (t+1) 일 때, 바이트 클록에 의한 LFSR의 출력 값을 MSB부터 나타내면,

f(t+1)[15], f(t+1)[14], f(t+1)[13] , f(t+1)[12], f(t+1)[11], f(t+1)[10], f(t+1)[9], f(t+1)[8], f(t+1)[7], f

(t+1)[6], f(t+1)[5], f(t+1)[4], f(t+1)[3], f(t+1)[2], f(t+1)[1], f(t+1)[0]

이라 한다.

그러면, 상기 값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같게 된다.

f(t+1)[15]=(g(t)[7]+i(t)[3]+g(t)[11]+i(t)[7]+g(t)[15]) mod 2

f(t+1)[14]=(g(t)[6]+i(t)[2]+g(t)[10]+i(t)[6]+g(t)[14]) mod 2

f(t+1)[13]=(g(t)[5]+i(t)[1]+g(t)[9]+i(t)[5]+g(t)[13]) mod 2

f(t+1)[12]=(g(t)[4]+i(t)[7]+g(t)[15]+i(t)[0]+g(t)[8]+i(t)[4]+g(t)[12]) mo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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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1)[11]=(g(t)[3]+i(t)[6]+g(t)[14]) mod 2

f(t+1)[10]=(g(t)[2]+i(t)[5]+g(t)[13]) mod 2

f(t+1)[9]=(g(t)[1]+i(t)[4]+g(t)[12]) mod 2

f(t+1)[8]=(g(t)[0]+i(t)[3]+g(t)[11]+i(t)[7]+g(t)[15]) mod 2

f(t+1)[7]=(i(t)[7]+g(t)[15]+i(t)[2]+g(t)[10]+i(t)[6]+g(t)[14]) mod 2

f(t+1)[6]=(i(t)[6]+g(t)[14]+i(t)[1]+g(t)[9]+i(t)[5]+g(t)[13]) mod 2

f(t+1)[5]=(i(t)[5]+g(t)[13]+i(t)[0]+g(t)[8]+i(t)[4]+g(t)[12]) mod 2

f(t+1)[4]=(i(t)[4]+g(t)[12]) mod 2

f(t+1)[3]=(i(t)[3]+g(t)[11]+i(t)[7]+g(t)[15]) mod 2

f(t+1)[2]=(i(t)[2]+g(t)[10]+i(t)[6]+g(t)[14]) mod 2

f(t+1)[1]=(i(t)[1]+g(t)[9]+i(t)[5]+g(t)[13]) mod 2

f(t+1)[0]=(i(t)[0]+g(t)[8]+i(t)[4]+g(t)[12]) mod 2

가 된다.

상기에서 mod 2 라 함은 배타적 논리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각 LFSR에 저장된 값을 2로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된

다. 상기 2로 나누어 그 나머지 값을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상기 mod 2 한 나머지 값이 1이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0이면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상기 도 4에서 보면 입력과 상기 LFSR의 출력을 배타적 논리합하여 첫번째 LFSR로 들어가고, 또 5번째와 12 번째

LFSR 후에 배타적 논리합을 하게 된다.

상기 어떤 시점 k에서 모든 LFSR 에 저장된 값들을 배타적 논리합을 취해 보면, 그 값이 CRC의 체크섬(checksum)이 된

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은 배타적 논리합을 취할 값이 같은 값이면 0이 되고, 서로 다른 값이면 1이 된다.

그래서, 상기 배타적 논리합을 취한 체크섬의 값이 1이면 CRC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상기 체크섬의 값이 0이면

CRC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상기에서 체크섬(checksum)이라 함은 전송 데이터의 맨 마지막에 앞서 보낸 모든 데이터를 다 합한 합계를 보수화하여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하나씩 받아들여 합산한 다음 이를 최종적으로 들어온 검사 합계와 비교하여 착오가 있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의 송신 측에서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전송할 데이터 단위를 n(보통은 16) 비트의 여러 세그먼트로 나눈 뒤 상기 세그

먼트들은 전체 길이도 또한 n 비트가 되도록 1의 보수 연산을 이용하여 합산하고, 전체 합은 보수화되고 원래 데이터 단위

의 끝에 삽입한다.

상기 이렇게 확장된 데이터 단위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서의 CRC 복호 과정을 나타낸 순서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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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바이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의 수만큼 즉, 개의 수만큼 비트 단위의 CRC 복호 값을 계산한다.(S10 단계)

상기 계산된 CRC 복호 값을 모두 저장 매체에 저장한다.(S20 단계)

상기 두 단계는 수신장치 내에서 미리 계산해 놓는 것이다.

상기 저장을 한 뒤 이제 CRC 복호 값을 이용하여 복호를 위해 전송된 파일럿 RS 복호기의 출력을 수신한다.(S30 단계)

상기 파일럿 RS 복호기(22)는 바이트 단위로 출력을 하게 되는바, 상기 수신된 바이트 단위의 입력 값에 해당하는 저장값

을 상기 저장 매체로부터 추출한다.(S40 단계)

상기 추출된 CRC 복호 값을 이용하여 이제 상기 RS 복호 된 파일럿 정보가 오류가 있는지 검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상

기 추출된 CRC 복호 값을 배타적 논리합을 취하여 체크섬을 하게 된다.(S50 단계)

상기 체크섬을 하여 구한 값으로 상기 파일럿 정보의 오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상기 체크섬한 값이 제로(ZERO)

인지 아닌지 판단한다.(S60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체크섬 값이 만약 제로가 아니면 수신된 파일럿 정보에는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판단하게 된다.(S70 단계)

그러나 만약 상기 판단 결과 체크섬 값이 제로이면 수신된 파일럿 정보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정상으로 판

단한다.(S80 단계)

상술한 단계를 거쳐 계속하여 바이트 단위로 CRC 복호를 수행하여 수신장치로 입력되는 데이터의 오류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서의 CRC 복호 방법의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발명에 따른 CRC 복호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되는 데이터를 비트 단위가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처리할 수 있어 시

스템 클록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고, 상기에서와 같이 바이트 단위로 처리함으로써 시스템 클록 속도도 낮아져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 기술에 의한 경우 바이트/비트 변환기가 필요하였으나,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변환기가 필요

없어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수신장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 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트 단위로 CRC 복호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트 단위의 CRC 복호 값을 저장하는 제 1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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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장 후 입력되는 바이트 값에 해당하는 상기 저장 값을 추출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여 바이트 단위로 CRC 복호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서의 CRC 복호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서,

저장되는 CRC 복호 값은 256( )개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장치에서의 CRC 복호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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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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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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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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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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