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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및 그 수신방법이 개시된다. 본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는, 디지털 변조된 신호

를 수신하여 복조하는 복조화부, 복조화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디인터리빙하는 내부 디인터리버, 내부 디인터리

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소정의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내부 인코더, 내부 인코더에서 출력되는 데이

터를 다시 디인터리빙하는 외부 디인터리버, 외부 디인터리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

이터를 출력하는 제1 디코더, 제1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블럭 디인터리버, 및 블럭 디인터리버에

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2 디코더를 포함한다. 이에 의해, 수신된

신호에 대하여 다단의 오류정정 복호화 과정을 수행하여 오류정정범위를 크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디지털방송, OFDM, RS디코더, 디인터리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에 대한 블럭도,

도 2는 다단 오류정정부호 생성부를 구비한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에 대한 블럭도,

도 3은 도 2의 다단 오류정정부호 생성부의 상세 블럭도,

도 4는 다단 오류정정부호 생성부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포맷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공개특허 10-2004-0104238

- 2 -

도 5는 본 발명에 다른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에 대한 블럭도,

도 6은 도 5의 다단 오류정정 복호기의 상세 블럭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에 대한 동작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 그리고

도 8a 및 도 8b는 다단 오류정정 복호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500 : 복조화부 510 : 튜너/IF부

520 : A/D 변환부 530 : 복조/동기부

540 : 등화부 550 : FFT부

600 : FEC부 605 : 내부 디인터리버

610 : 내부 디코더 620 : 외부 디인터리버

630 : 다단오류정정 복호부 631 : 제1 RS디코더

633 : 블럭 디인터리버 635 : 제2 RS디코더

650 : 디스크램블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및 그 수신방법에 관한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수신된 신호에 대하여 다단

의 오류정정 복호화를 수행하여 오류정정의 범위가 넓은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및 그 수신방법에 관한 것이

다.

디지털방송은 아날로그방송과 달리 디지털 부호체계를 통한 시스템 통합과 상호운용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동원한 이른바 미디어 융합(media convergence)의 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으며, 대화형 기능이 가미되어 일방적이고 하향적이었던 아날로그방송 영역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디지털방송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지상파 DTV(Digital Tel

evision) 방송방식의 경우, 미국방식의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와, 유럽방식의 DVB-T(Di

gital Video Broadcasting-Terrestrial) 등의 표준이 있다. ATSC의 경우 8-VSB(Vestigial Side Band) 변조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DVB-T의 경우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변조방식을 사용한다.

한편, 디지털방송의 전송시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신호원을 압축하여 전송해야 하므로, 채널에서 발생

한 적은 오류라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 시스템에서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오류정정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오류정정부호는 FE

C(Forward Error Correction)인데, 이것은 신호에 부가적인 심볼을 덧붙여서 전송하여, 채널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수신측에서 대수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채널 오류를 검출하거나 정정하는 것이다.

FEC는 크게 블럭부호(block code)와, 컨볼루션 부호(convolution code)로 나눌 수 있다. 블럭부호는 정보를 블럭으

로 나누어 부호화 및 복호화하며, 여기에는 Hamming 부호, BCH 부호, RS(Reed Solomon)부호 등이 있다. RS 부호

는 거리특성이 우수하고 효율적인 부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을 구비하기 때문에 디지털방송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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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또한, RS 부호는 블럭단위로 오류검출 및 정정하므로 연집성 오류(burst error)를 정정하는 능력이 우

수하다. 이에 반해, 컨볼루션 부호는 출력비트가 현재의 입력비트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입력비트에도 영향을 받는 부

호로서, 산발성 오류(random error)를 정정하는데 효과적이다.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에 대한 일 예를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디지털방송 시

스템의 전송장치는, 크게 스크램블러 (scrambler)(100), FEC부(200), 및 변조부(30)를 구비한다. FEC부(200)는, RS

인코더(210), 외부인터리버(outer interleaver)(220), 컨볼루션 인코더(230), 및 내부인터리버(inner interleaver)(2

40)를 포함한다. 그리고, 변조부(400)는, 맵핑부 (410), IFFT부(420), 보호구간 삽입부 (430), 동기정보 삽입부(440)

, 성형필터부 (450), 및 RF부(460)를 포함한다.

스크램블러(100)는 입력되는 MPEG-2 포맷의 TS 스트림(transport stream)의 각 바이트 값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 

바꾸어 랜덤화한다.

FEC부(200)는 스크램블러(100)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정정을 위한 부호

화를 수행한다. 즉, RS인코더(Reed-Solomon encoder)(210)는 스크램블러(100)를 통과한 데이터를 입력받아 오류

정정을 위해 블럭단위로 RS 부호화를 수행한다. RS 부호화에 의해, 오류정정을 위한 패티리가 부가되는데, 부가되는 

패리티의 개수는 전송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부인터리버(220)는 RS 인코더(210)에서 블럭단위로 부호화된 데이터를 재배열시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연집성 

오류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컨볼루션 인코더(230)는 외부인터리버(220)로부터 블럭단위로 재배열되어 출

력되는 데이터를 컨볼루션 부호화하며, 컨볼루션 부호화된 비트는 내부인터리버(240)에서 다시 재배열되어 출력된다

.

변조부(400)는, FEC부(200)에서 부호화되어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해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방식에 따른 적합한 

디지털 변조를 수행한다. 도 1의 경우에는, 변조부(400)가 OFDM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

우, 맵 핑부(410)는 FEC부(20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해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16-QAM(Q

uadrature Amplitude), 64-QAM 등과 같은 심볼로 맵핑(mapping)을 수행한다.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

orm)부(420)는 주파수영역의 신호를 시간영역의 신호로 역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한다. 보호구간 삽입부(430)는 

멀티패스 환경에서 ISI(Inter symbol Interference)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간을 삽입하며, 동기정보삽입부(440)는 

수신측에서 시간 동기 획득 및 채널 등화를 위한 동기정보를 삽입한다. 그리고, 성형필터부(450)는 동기정보가 씌워

진 심볼에 대해 성형 필터링을 수행하며, RF부(460)는 성형 필터링된 심볼을 고주파증폭하여 안테나를 통해 송출한

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에서는, 외부 인코더(outer encoder)로 RS인코더(210)를 

사용하고, 내부 인코더(inner encoder)로 컨볼루션 인코더(230)를 사용하는 직렬연결 부호시스템(concatenated co

de system)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렬연결 부호방식으로 오류정정 부호화를 하더라도, 수신장치에서 외부

디코더로 사용되는 RS디코더의 정정범위를 벗어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류를 정정하지 못하게 된다. 즉, RS디

코더의 정정범위는 RS 부호화시 부가된 패러티의 개수와 관련되며, 이 정정범위를 초과하는 오류는 정정할 수 없으

므로, 해당 스트림 데이터는 폐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RS디코더의 정정범위를 벗어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정정부호화 기능

이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에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출원인은, 국내 출원번호 2002-61997의 '

디지털방 송 시스템의 전송장치 및 전송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하, 도 2 내지 도 4을 참조하여 본 출원인이 기출원한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 및 전송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

술한다. 또한, 도 1에 도시한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도 2 및 도 3은 본 출원인에 의해 기출원된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에 대한 블럭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기출

원된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는, 스크램블러(100), FEC부(300), 및 변조부(400)를 구비한다. FEC부(200)는 

다단 오류정정부호 생성부(320), 외부인터리버(320), 컨볼루션 인코더(330), 및 내부인터리버(340)를 구비한다. 변

조부(400)는, 맵핑부(410), IFFT부(420), 보호구간 삽입부(430), 동기정보삽입부(440), 성형필터부(450), 및 RF부(

460)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단 오류정정 부호기(310)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RS인코더(311), 블럭 인터리

버(313) 및 제2 RS인코더(315)를 구비한다. 즉, 도시된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는, 도 1에 도시한 디지털방송 

시스템과 FEC부(300)의 구성만이 다르며, 그외의 구성은 동일하다.

이러한 구성의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에서, 스크램블러(100)는 입력되는 MPEG-2 포맷의 TS 스트림(transp

ort stream) 신호의 각 바이트 값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 바꾸어 랜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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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부(300)의 다단 오류정정부호 생성부(210)는 스크램블러(100)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 전송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오류정정을 위해 코딩을 수행한다. 즉, 제1 RS인코더(311)는 스크램블러(100)를 통과하여 스크램블링된 

데이터에 대해 오류정정을 위해서 블럭단위로 RS 부호화를 수행한다. 블럭인터리버(313)는 제1RS 인코더(311)에서 

블럭단위로 부호화된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블럭인터리빙을 수행한다. 블럭인터리버(313)가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방

식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입력비트가 행렬의 행단위로 입력되면, 열단위로 출력하는 방

식이다. 제2 RS 인코더(315)는 블럭인터리버(313)로부터 인터리빙되어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해 다시 오류정정이 가

능하도록 RS 부호화를 수행한다.

도 4는 제1 RS인코더(311) 및 제2 RS인코더(315)를 통과한 후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다. 도 4에서, Po는 제1 RS인

코더(311)에 의해 부가된 패리티를 나타내며, Pi는 제2 RS인코더(315)에 의해 부가된 패리티를 나타낸다. 그리고, P

p는 Po에 대한 패리티를 나타낸다. 도 4에서는, 47개의 심볼당 8개의 Po 패리티가 부가되고, 188개의 심볼당 20개의

Pi 패리티가 부가된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외부인터리버(320)는 제2 RS인코더(315)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인터리빙을 수행하여

, 채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연집성 오류를 분산시킨다. 컨볼루션인코더(330)는 외부인터리버(320)에서 출력되

는 데이터를 컨볼루션 부호화한다. 내부인터리버(340)는 컨볼루션인코더(330)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터를 비트단위

로 인터리빙을 수행하여, 채널에서의 멀티패스에 의한 성능 열화를 개선하도록 한다.

변조부(400)는, 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에 의해, FEC부(300)에서 부호화되어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해 디지

털방송 시스템의 전송방식에 따른 적합한 디지털 변조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다단으로 오류정정 부호

화된 신 호가 수신장치에 전송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치에서 다단 오류정정 부호화되어 전송되는 신호는, 이에 대응되는 구

조의 수신장치에서만 정확하게 오류정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다단 오류정정 부호화되어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

하여, 이에 대응되는 다단 오류정정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단으로 오류정정 부호화되어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이에 대응되도록 다단으로 오류정정 복호화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및 

그 수신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는, 디지털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

하는 복조화부, 상기 복조화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디인터리빙하는 내부 디인터리버, 상기 내부 디인터리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소정의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내부 디코더, 상기 내부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를 다시 디인터리빙하는 외부 디인터리버, 상기 외부 디인터리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1 디코더, 상기 제1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블럭 디인터리버, 및상기 블럭 

디인터리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 이터를 출력하는 제2 디코더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여 MPEG-2 포맷의 TS 스트림을 출력하는 

디스크램블러를 더 포함한다.

상기 내부 디인터리버는 심볼 및 비트 디인터리버이며, 상기 내부 디코더로는 컨볼루션널 디코더이고, 상기 제1 및 제

2 디코더는 Reed-Solomon 디코더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블럭 디인터리버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행렬의 행

단위로 입력되면, 열단위로 재배열하여 출력하는 디인터리버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지털 변조된 신호는, OFDM 변조방식에 의해 변조된 신호이며, 상기 내부 디인터리버 및 상기 외부 디인터리

버는, 각각 송신측의 내부 인터러버 및 외부 인터리버의 역작용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복조부는, 상기 디지털 변조된 신호에서 반송파를 제거하는 튜너/IF부, 상기 튜너/IF부에서 출력되는 신

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A/D 변환부, 상기 A/D 변환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타이밍 동기를 수행하

는 복조/동기부, 상기 복조/동기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대하여 선형왜곡을 보상하는 등화부, 및 상기 등화부에서 출

력되는 신호를 주파수영역의 신호로 고속퓨리에 변환하여 출력하는 FFT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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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방법은, (a) 디지털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복조화된 데이터를 디인터리빙하는 단계, (c) 상기 디인터리빙된 데이터에 대하여 소정의 복호화된 데

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d) 상기 소정의 복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디인터리빙하는 단계, (e) 상기 다시 디인터리빙된 데

이터에 대하여,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f) 상기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단계, 

및 (g) 상기 재배열된 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g) 단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여 MPEG-2 포맷의 TS 스트림을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

상기 (b) 단계에서는, 심볼 및 비트 디인터리버를 사용하여 디인터리빙하며, 상기 (c) 단계에서는, 컨볼루션널 디코더

를 사용하여 디코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e) 단계 및 상기 (g) 단계에서는, Reed-Solomon 디코더를 사

용하여 복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f) 단계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행렬의 행단위로 입력되면, 열단위로 재배

열하여 출력하여 재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디지털 변조된 신호는 OFDM 변조방식에 의해 변조된 신호이며, 상기 (b) 단계 및 상기 (d) 

단계는, 각각 송신측의 내부 인터러빙 및 외부 인터리빙의 역작용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디지털 변조된 신호에서 반송파를 제거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a2) 상기 반송

파가 제거된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단계, (a3)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데이터에 대하여 타이밍 동

기를 수행하는 단계, (a4) 상기 타이밍 동기화된 데이터의 선형왜곡을 보상하는 단계, 및 (a5) 상기 선형왜곡 보상된 

신호를 주파수영역의 신호로 고속퓨리에 변환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다단 오류정정 복호화 기능을 구비한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에 대한 블럭도이다. 도면

을 참조하면, 본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는, 복조화부(500), FEC부(600), 및 디스크램블러(descrambler)(650

)를 구비한다. 복조화부(500)는 튜너/IF부(510), A/D 변환부(520), 복조/동기부(530), 등화부(540), 및 FFT부(550)

를 포함한다. 그리고, FEC부(600)는 내부 디인터리버(605), 내부 디코더(610), 외부 디인터리버(620), 및 다단 오류

정정 복호부(630)를 포함한다.

튜너/IF부(510)는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에서 RF신호를 제거하여 중간 주파수 대역 또는 기저 대역으로 변환한

다. A/D 변환부(520)는 튜너/IF부(51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복조/동기부(530)는 A/D 변

환부(520)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타이밍 동기화를 수행한다. 등화부(540)는 전송채널이나 수신장치 내

의 불완전한 소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스트나 주파수 변형 같은 선형왜곡을 보상한다. FFT부(550)는 등화부(

54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한다.

FEC부(600)는 FFT부(550)에서 출력되는 신호에서 에러를 정정하고 , 부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한다. 디스크램블러

(650)는 FEC부(60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descrambling)하여 TS 스트림을 출력한다.

도 6은 도 5의 다단 오류정정 복호부(630)의 상세 블럭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다단 오류정정 복호부(630)는 제1 R

S디코더(631), 블럭 디인터리버(633) 및 제2 RS디코더(635)를 구비한다.

제1 및 제2 RS디코더(631,635)는 송신측의 다단 오류정정 부호기에서 RS인코더의 부호화에 대응하는 복호화를 수

행한다. 블럭 디인터리버(633)는 송신측의 다단 오류정정 부호기에서 수행된 블럭 인터리빙에 대응하는 디인터리빙

을 수행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에 대한 동작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도 5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에 대한 동작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조화부(500)에서,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에 대하여 복조화 과정이 수행된다(S700). 복조화부(500)에서 

복조화 과정이 끝난 신호는 FEC부(600)에 전달된다. FEC부(600)의 내부 디인터리버(605)는 송신측의 내부 인터리

버가 수행한 인터리빙에 대응되는 내부 디인터리빙을 수행한다(S703). 즉, 내부 디인터리버 (605)는 송신측의 내부 

인터리버의 역작용을 수행한다.

내부 디인터리버(605)에서 디인터리빙된 신호는 내부 디코더(610)에 전달되어, 송신측의 내부 인코더에서 수행된 인

코딩에 대응되는 내부 디코딩, 즉 복호화가 수행된다(S705). 내부 디코더(610)에서 디코딩된 신호는 외부 디인터리버

(620)에 전달되어, 송신측의 외부 인터리버가 수행한 인터리빙에 대응되는 외부 디인터리빙이 수행된다(S710).

외부 디인터리버(620)에서 디인터리빙되어 출력되는 신호는 다단 오류정정 복호부(630)에 전달된다. 다단 오류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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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부(630)의 제1 RS디코더(631)는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행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하고, 에러 정정 범위를 초

과하는 에러가 발생한 경우 그 행에 대해서는 erasure flag를 표시하는 RS 복호화를 수행한 다(S715). 제1 RS디코더

(6310)는 세그먼트를 하나의 블럭으로 오류정정을 수행하여, 임펄스 잡음, 트렐리스 복호에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군집에러 등을 상당히 강력하게 정정할 수 있다.

제1 RS디코더(631)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블럭 디인터리버(633)로 전달된다. 블럭 디인터리버(633)는 송신측의 

다단 오류정정 부호기내의 블럭 인터리버에 대응하는 디인터리빙을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행방향으로 데이터를 저장

하고, 열방향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제2 RS 디코더(635)는 블럭 디인터리버(633)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해 다시 오류정정을 수행하여, RS 복호화를 수행한다(S725).

RS(Reed Solomon) 부호는 다른 부호 방식과는 달리 비이진 블럭 부호로서, 원소가 0 또는 1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0, 1, ..., 2 m-1 까지의 비이진 원소로 구성된다. RS 부호화에 의해, k개의 입력 심볼로 구성된 하나의 블럭을 k보다 

큰 n개의 부호심볼로 부호화한다. 따라서, n-k 개의 잉여 심볼(redundant symbol)이 추가되는데, 이를 리드 솔로몬 

패리티라고 한다. RS 부호화에 의해 추가되는 패리티의 개수는 188개의 심볼당 16개 혹은 20개 등과 같이 전송방식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 및 제2 RS디코더(631, 635)에서는 송신측에서 부가된 패러티를 사용하여 수신된 데이

터의 정확성을 판별한다. 정확성 판별결과, 오류가 검출되면, 제1 및 제2 RS 디코더(631, 635)는 오류의 위치를 찾아

내어 왜곡된 데이트를 수정해서 원래의 신호로 복구한다. 일반적으로 부가된 패리티 개수의 절반 정도의 심볼 개 수

만큼 오류복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오류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1 RS 디코더(631)는 에러정정 범위를 넘

는 행에 대해서는, 해당 코드워드를 정정하지 않고, 대신 erasure flag를 해당 열에 표시하여, 제2 RS 디코더(635)에 

넘긴다.

제2 RS디코더(635)는 erasure flag 와 부가된 패러티를 사용하여 오류를 정정한다. 이 경우, erasure flag는 오류의 

위치를 표시하므로, erasure flag 와 해당 패러티를 사용하면, 패러티만을 사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보다 오류

정정의 범위가 배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제1 RS디코더(631)의 오류정정범위를 벗어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e

rasure flag를 표시한 데이터를 디인터리빙한 후, 제2 RS디코더(635)에서 다시 오류정정을 수행함으로써, 오류정정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있다.

도 8a 는 제1 RS디코더(631)에 의해 데이터 정정 여부를 포함한 데이터 포맷의 예이며, 도 8b는 제2 RS디코더(635)

에 의해 에러 정정을 수행한 데이터 포맷의 예이다. 도 8a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행이 오류정정 범위를 벗어나 오류

정정을 수행할 수 없는 행을 표시하며, 이 경우 erasure flag를 표시한다. 도 8b는, 블럭 디인터리버(633)에 의해 era

sure flag가 분산된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다. 따라서, 제2 RS디코더(635)에서 erasure flag를 포함시켜 에러정정을 

수행하게 되므로, 에러 정정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제2 RS디코더(635)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디스크램블러(650)에서 디스크램블링되어, TS 스트림이 출력된다. TS 

스트림(Transport Stream)은 MPEG-2 에서 규정된 다중화 방법중의 하나로서, 잡음이 많은 채널과 같은 전송오류

나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의된 다중화 방법이다. 또한, 디스크램블러(650)에서 수행되는 디

스크램블링은 전송측에서 스크램블링된 방식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과정에 의해, 전송측에서 전달되는 TS 스트림을 수신받을 수 있으며, 수신시의 오류정정의 범위도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다단으로 오류정정 부호화된 신호를 수신하여, 두개의 RS디코더를 다단으

로 사용하여 오류정정 복호화 과정을 수행하여, 하나의 RS인코더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오류정정의 범위가 보다 커

지게 된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하는 복조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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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조화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디인터리빙하는 내부 디인터리버;

상기 내부 디인터리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소정의 복호화된 데이 터를 출력하는 내부 디코더;

상기 내부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다시 디인터리빙하는 외부 디인터리버;

상기 외부 디인터리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1 디코더;

상기 제1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블럭 디인터리버; 및

상기 블럭 디인터리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2 디코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여 MPEG-2 포맷의 TS 스트림을 출력하는 디스크램블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디인터리버는 심볼 및 비트 디인터리버이며, 상기 내부 디코더는 컨볼루션널 디코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디코더는, Reed-Solomon 디코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럭 디인터리버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행렬의 행단위로 입력되면, 열단위로 재배열하여 출력하는 디인터리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변조된 신호는, OFDM 변조방식에 의해 변조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전송장

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디인터리버 및 상기 외부 디인터리버는, 각각 송신측의 내부 인터러버 및 외부 인터리버의 역작용을 수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조부는,

상기 디지털 변조된 신호에서 반송파를 제거하는 튜너/IF부;

상기 튜너/IF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A/D 변환부;

상기 A/D 변환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타이밍 동기를 수행하는 복조/동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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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조/동기부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대하여 선형왜곡을 보상하는 등화부; 및

상기 등화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주파수영역의 신호로 고속퓨리에 변환하여 출력하는 FFT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장치.

청구항 9.
(a) 디지털 변조된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복조화된 데이터를 디인터리빙하는 단계;

(c) 상기 디인터리빙된 데이터에 대하여 소정의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d) 상기 소정의 복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디인터리빙하는 단계;

(e) 상기 다시 디인터리빙된 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f) 상기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단계; 및

(g) 상기 재배열된 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오류정정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여 MPEG-2 포맷의 TS 스트림을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는, 심볼 및 비트 디인터리버를 사용하여 디인터리빙하며, 상기 (c) 단계에서는, 컨볼루션널 디코더

를 사용하여 디코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및 상기 (g) 단계에서는, Reed-Solomon 디코더를 사용하여 복호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

송 시스템의 수신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행렬의 행단위로 입력되면 열단위로 재배열하여 출력하여 재배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디지털 변조된 신호는 OFDM 변조방식에 의해 변조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방

송 시스템의 수신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 및 상기 (d) 단계는, 각각 송신측의 내부 인터러빙 및 외부 인터리빙의 역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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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디지털 변조된 신호에서 반송파를 제거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a2) 상기 반송파가 제거된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단계;

(a3)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된 데이터에 대하여 타이밍 동기를 수행하는 단계;

(a4) 상기 타이밍 동기화된 데이터의 선형왜곡을 보상하는 단계; 및

(a5) 상기 선형왜곡 보상된 신호를 주파수영역의 신호로 고속퓨리에 변환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수신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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