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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송신기에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표준 스트림은 제 1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균등 에

러 정정 데이터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러 정정을 제공한다. 동시에,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표준 스트림의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표준 스트림의 중요 부분들에 대하여 발생되고, 추

가 에러 정정 데이터는 제 2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수신기에서, 추가 에러 정정 데이터는 표준 스트림의 중요 부분들만을

에러 정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표준 스트림의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모든 부분들을 에

러 정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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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기 위한 표준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standard uniform error correction data)를 포함하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균등 에러 정정을 제공하는,

상기 제공 단계;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 스트림 부분들을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additional unequal error

correction)을 위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선택하는 단계로서, 상기 선택은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젠테이션 품질에 대한 상기 스트림 부분들에 포함된 데이터 타입의 중요도에 의존하는, 상

기 선택 단계;

어느 스트림 부분들이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을 위하여 선택되었는지를 지시하는 선택 맵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

선택되지 않은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대응하는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에 대하여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가진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 1 채널로 전송하는 제 1 전송 단계; 및

상기 선택 맵 데이터 및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를 상기 제 1 채널과 다른 채널인 제 2

채널로 전송하는 제 2 전송 단계를 포함하며,

이에 의해, 상기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에 대하여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및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둘 다

가 전송되고, 상기 다른 스트림 부분들에 대하여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만이 전송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는,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raw multimedia data)를 제공하는 단계;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단계;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하여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로서,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robustness of error

correction)을 제공하는, 상기 발생 단계; 및

순차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발생하는 단계로서, 상기 각각의 표준 프레임은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 전에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발

생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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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기본 스트림 패킷들을 포함하고;

상기 패킷들은 패킷 헤더 및 패킷 데이터 부분을 각각 포함하고;

상기 패킷들은 비디오 패킷들 및 오디오 패킷들을 포함하고, 상기 비디오 패킷들의 패킷 데이터 부분들은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오디오 패킷들의 패킷 데이터 부분들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표준 전송 프레임은 동일한 표준 프레임에 포함된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기 위하여

발생된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순방향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은 ATSC DTV 표준 또는 DVB 표준에 따르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기 위한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3 에러 정정 데

이터는 상기 모든 강화 데이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균등 에러 정정을 제공하는, 상기 발생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전송 단계는 상기 제 2 채널을 통해 상기 강화 데이터와 함께 상기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고정-크기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강화 데이터 스트림을 발생하는 단계로서, 상기 각각의 강화 전송 프레임은

강화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 및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강화 데이터는 상기 선

택 맵 데이터 및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생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전송 단계는 상기 제 2 채널을 통해 상기 강화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오디오 부분들을 포함하고, 선택된 가장 중요한 스트림 부분들은 실

질적으로 모든 상기 오디오 부분들을 포함하고;

다중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각각에 포함된 상기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는 동일한 강화 전송 프레임의 강화 전송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표준 데이터 스트림의 부분들을 위해 발생되었던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상기 부분들과 동일한 순서로

전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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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및 상기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는 순방향 에러 정정 데이

터를 각각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송 단계는,

제 1 주파수로 제 1 아날로그 반송파를 변조하기 위하여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고, 상기 변조된 반

송파를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전송 단계는,

상기 선택 맵 데이터 및 상기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 스트림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주파수와 다른 제 2 주파수로 제 2 아날로그 반송파를 변조시키기 위하여 상기 강화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고,

상기 제 2 변조된 반송파를 상기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은 고정-크기 표준 전송 프레임들로 편성되고,

상기 방법은,

상기 표준 전송 프레임들을 다중 순차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그룹들로 논리적으로 편성하는 단계; 및

상기 순차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그룹에 대한 상기 선택 맵 데이터 및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다중 고정-크

기 순차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의 대응하는 그룹들로 논리적으로 편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전송 단계는 상기 강화 전송 프레임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의 그룹에 대하여, 상기 각각의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은 상기 순차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대응하

는 그룹에 대한 상기 선택 맵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 및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을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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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그룹에 대하여, 상기 모든 선택 맵 데이터는 상기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의 순차 섹션들로 패킹

(pack)되고, 그 다음 상기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상기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의 다음 순차 섹션들로 패킹되는, 방

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순차 섹션들은 상기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그룹 내의 상기 대응하는 선택된 부분들

의 순서에 대하여 인터리빙(interleave)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은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디오 부분들 및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오디오 부분들을 포

함하고,

상기 스트림 부분들을 선택하는 단계는,

실질적으로 모든 상기 오디오 부분들을 선택하는 단계;

비디오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상기 비디오 부분들을 선택하는 단계; 및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비디오 부분들 바로 다음의 비디오 부분들의 시퀀스들을 선택하는 단계로서, 상기 비디오 부분

들의 시퀀스들 내의 비디오 부분들의 수는 상기 제 2 전송동안 미리 정의된 비트 레이트와 관련된 미리 결정된 기준에 의

존하는, 상기 선택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부분들은 고정-크기 패킷들이고, 상기 각각의 패킷은 패킷 헤더 및 패킷 데이터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오디

오 데이터는 상기 오디오 패킷들의 패킷 데이터 부분들로 패킹되고, 상기 비디오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패킷들의 패킷 데

이터 부분들로 패킹되고;

상기 비디오 헤더 정보는 프레임 헤더들, 슬라이스 헤더들, 매크로블록 헤더들 및 블록 헤더들을 포함하며;

상기 미리 결정된 기준은 강화된 보호를 수신할 상기 패킷들의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패킷들의 부분은 상기 제 2 전송동

안 미리 결정된 비트 레이트를 적어도 개략적으로 제공하도록 동적으로 조절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은 고정-크기 패킷들로 편성되고, 상기 각각의 패킷은 패킷 헤더 및 패킷 데이터 부분

을 포함하고, 상기 오디오 데이터는 상기 오디오 패킷들의 패킷 데이터 부분들로 패킹되고 상기 비디오 데이터는 상기 비

디오 패킷들의 패킷 데이터 부분들로 패킹되고, 상기 패킷들 각각은 논리적으로 분할된 다중 패킷 세그먼트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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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부분들의 선택은,

상기 오디오 패킷들의 실질적으로 모든 상기 패킷 세그먼트들을 선택하는 단계;

비디오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상기 패킷 세그먼트들을 선택하는 단계;

비디오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패킷 세그먼트들 바로 다음의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 세그먼트들의 시퀀스들

을 선택하는 단계; 및

어떤 패킷 세그먼트들이 선택되는 어떤 패킷들의 패킷 헤더들을 포함하는 상기 패킷 세그먼트들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채널로부터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2 채널로부터 상기 선택 맵 데이터 및 상기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선택 맵 데이터에 따라 상기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을 에러 정정하는

제 1 에러 정정 단계; 및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부분들을 에러 정정하는 제 2 에러 정정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에 있어서,

신호 처리 수단(112)으로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는데 유용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고,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

을 제공하며;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 스트림 부분들을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선택하고, 상기 선택은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젠테이션 품질에 대한 상기 스트림 부분

들에 포함된 데이터 타입의 중요도에 의존하며; 상기 스트림 부분들의 어느 부분이 선택되었는지를 지시하는 선택 맵 데이

터를 발생하며; 및 선택되지 않은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상기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에 대하여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상기 신호 처리 수단(112); 및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 1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선택 맵 데이터 및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를 상기 제 1 채널과 다른 제 2 채널로 전송하는 송신 수단(114)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수단은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입력 단자(110)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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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것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

디어 데이터에 대하여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것; 및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수단은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코딩된 입력 단자(110)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고,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처리 수단은 상기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력 단자(110)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

청구항 22.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에 있어서,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202);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압축하는 인코더(204);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하여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제 1 에러 정정 발생기(206)로서, 상기 균

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을 제공

하는, 상기 제 1 에러 정정 발생기(206);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

맷하는 다중화기(208);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 스트림 부분들을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을 위하여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

터 스트림의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선택하고, 상기 스트림 부분들의 어느 부분이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을 위하

여 선택되었는지를 지시하는 선택 맵 데이터를 발생하는 선택기(210)로서, 상기 선택은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젠

테이션 품질에 대한 상기 스트림 부분들에 포함된 데이터 타입의 중요도에 의존하는, 상기 선택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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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지 않은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상기 선택 맵 데이터에 의하여 지시된 상기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에 대하여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제 2 에러 정정 발생기(212);

상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 1 채널로 전송하는 제 1 송신기(220); 및

상기 선택 맵 데이터 및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를 상기 제 1 채널과 다른 제 2 채널로

전송하는 제 2 송신기(222)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

청구항 23.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수신기에 있어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 1 채널로부터 수

신하고, 선택 맵 데이터 및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를 상기 제 1 채널과 다른 제 2 채널로부터 수

신하는 수신 수단(232);

상기 처리 수단(234)으로서,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선택 맵 데이터에 따라 상기 표준 스트림

의 부분들을 제 1 에러 정정하고, 상기 선택 맵 데이터는 상기 제 1 정정시 정정될 상기 표준 스트림의 일부 부분들 및 상기

제 1 정정시 정정되지 않을 상기 표준 스트림의 다른 부분들을 지시하며; 및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모든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 2 에러 정정하고, 상기 균등 에러 정정은 상기 표준 스트림의 상기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을 제공하는, 상기 처리 수단(234); 및

상기 데이터의 제 1 및 제 2 에러 정정 후에, 상기 에러 정정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송신 수단(236)을 포

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수신기.

청구항 24.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수신기에 있어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기 위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

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 1 채널로부터 수신하는 제 1 수신기(254)로서,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상

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을 제공하는, 상기 제 1 수신기

(254);

선택 맵 데이터 및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를 제 2 채널로부터 수신하고, 제 3 에러 정정 데

이터를 상기 제 2 채널로부터 또한 수신하는 제 2 수신기(252)로서, 상기 제 2 채널은 상기 제 1 채널과 다른 채널인, 상기

제 2 수신기(252);

상기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는 제 1 에러 정정 유닛(256);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선택 맵 데이터에 따라 상기 표준 데이터 스트림의 부분들의 제 1에

러 정정을 제공하는 제 2 에러 정정유닛(258);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 2 에러 정정을 제공하는 제 3 에러 정정 유

닛; 및

상기 데이터의 제 1 및 제 2 에러 정정 후에, 상기 에러 정정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출력(262)을 포함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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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관련 신호들에 있어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상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는데 유용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

함하는, 제 1 채널 내의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120)으로서, 상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상기 표준 스트림의 상

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을 제공하는, 상기 표준 멀티미디

어 데이터 스트림(120); 및

선택 맵 데이터(136, 142) 및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137, 144)를 포함하는, 제 2 채널 내의 강화 데이터(130)로

서, 상기 선택 맵 데이터는, 상기 표준 스트림의 어느 부분들이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정되는지

그리고 상기 표준 스트림의 어느 다른 부분들이 상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정되지 않는지의 지시이

고, 상기 제 2 채널은 상기 제 1 채널과 다른 채널인, 상기 강화 데이터(130)를 포함하는, 관련 신호들.

청구항 26.

매체의 각각의 다른 채널들에서 제 25 항의 관련 신호들을 포함하는 매체(140, 14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에러 정정을 가진 잡음 매체를 통한 디지털 텔레비전 전송 분야에 관한 것이다. 매체의 잡음은 수신된 데이터에

서 에러들을 유발하며, 이러한 에러들은 적당한 디스플레이 품질을 위하여 에러 정정을 필요로 한다.

배경기술

MPEG 스트림들과 같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들은 전송 에러들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만일 에러 정정이 제

공되지 않으면, 단지 한 비트의 에러일지라도 MPEG 스트림의 유효 부분들의 디코딩이 방해된다. DTV에 대하여 제안된

ATSC 표준 및 제안된 DVB 표준과 같은 제안된 디지털 텔레비전 표준들은 전송동안 발생하는 에러들의 일부를 정정할 수

있는 순방향 에러 정정 데이터를 제공한다. 에러 정정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패리티 비트들의 형태를 가진 리던던트 데이터

이다. 에러 정정 방식에 의하여 정정될 수 있는 에러량은 에러 정정 방식에 제공되는 에러정정 데이터량에 따른다. 랜덤 단

일 비트 에러들과 같은 작은 에러들은 작은 에러 정정 데이터량이 대부분의 에러들을 정정하기에 충분하도록 큰 버스트 에

러들보다 더 일반적이다. 또한, 실제 에러 정정 데이터량은 모든 가능한 전송 에러들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안

된 표준들은 에러정정의 견고성 및 전송되어야 하는 에러 정정 데이터량간의 교환에 기초한다.

제안된 디지털 텔레비전 기술들은 현재 케이블 및 위성 텔레비전 전송 방식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과 같은 저잡음 전송

채널들에 대하여 허용가능한 수신을 제공한다. 그러나, 확장형 케이블 시스템들, 지상파 방송, 인터넷 전송, 셀 폰 전송 및

무선 네트워크 전송 채널들과 같은 잡음 채널들을 통한 텔레비전 전송을 위하여 더 강한 에러 정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

성이 요망된다.

최근에, 비디오 데이터의 불균등 보호 또는 우선순위 보호를 위한 방식들이 폭넓게 제안되었다. 이들 방식들은 디지털 멀

티미디어 스트림의 일부분들에 대한 에러들이 스트림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에러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 장점을

가진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중요 부분에 대한 에러는 유효 데이터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예컨대 MPEG 비

디오 I-프레임의 헤더의 에러는 비디오 프레임들의 전체 그룹의 디코딩을 방해할 수 있으며, 오디오 프레임의 에러는 이해

할 수 없는 워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덜 중요한 부분의 에러는 인지할 수 없을 수 있다.

제안된 불균등 부호 방식들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스트림은 프리젠테이션의 품질에 기여하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의 다

른 부분들로 분할된다.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품질에 더 기여하는 타입의 데이터의 부분들은 예컨대 더 많은 데이터 리

던던시를 제공하거나 또는 더 중요한 타입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하여 저 많은 재시도들을 제공함으로서 다른

타입의 데이터의 부분들보다 더 강한 것으로 만들어진다. 보통, 이들 방식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전송 방식은 비디오 신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 시간과 관련하여 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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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은 통신 신호들이 전송될 수 있는 통신 자원의 부분이며, 하나의 채널을 통한 신호들의 전송은 통신 자원의 다른 채널

들을 통한 다른 신호들의 어떤 전송과 실질적으로 독립적이다. 채널 통신은 채널을 통한 신호 전송이다. 채널은 다른 채널

들을 통한 통신들과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미리 결정된 전송율 또는 대역폭과 같은 미리 결정된 특성들을 가진다. 예컨대,

채널은 전기 신호들이 전송되는 도전 경로 또는 전기-자기 신호들이 전송되는 주파수 대역일 수 있다. 단지 하나의 송신기

만이 동일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자원은 매체 또는 일련의 다른 매체들일 수 있다. 채널은 다른 송신기들

이 동일한 채널이 다른 슬라이스들을 통해 다른 신호들을 독립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예컨대 채널을 시간적으로 슬라이

싱하고 및/또는 주파수 슬라이싱함으로서 다중 채널들로 분할 또는 슬라이싱될 수 있다. 거의 독립적 전송을 제공하는 채

널의 각각의 슬라이스는 채널로서 언급된다. 여기서, 채널들은 송신기 및 수신기와 관련하여 정의된다. 즉, 신호가 전송되

는 통신 자원은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이 다른 채널들을 통한 통신들과 거의 독립적인 동안 채널로서 고려된다.

인터넷과 같은 교환 패킷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들은 교환 패킷 네트워크내의 채널들로 제한되지 않으나, 전형적으로 통신

들은 채널 통신에 대한 앞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인터넷으로의 채널들 또는 인터넷으로부터의 채널들에 제한된다.

당업자는 참조문헌으로서 여기에 통합되는 이하의 인용문헌들을 참조한다.

ㆍ "PES packets and elementary streams" in "Comprehensive MPEG2 Video Compression Tutorial" by Wayne E.

Bretl and Mark Fimoff, January 15, 2000, at www.bretl.com.

ㆍ "ATSC Standard A/53:Digital Television Standard", August 2001, at http://www.atsc.org.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스트림 송신기에서, 스트림 송신기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한다. 스트림은 인코딩

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에러 정정에 유용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uniform error

correction data)를 포함한다.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부분

에 대한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을 제공한다. 송신기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 스트림 부분들을 인코

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선택한다. 선택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정정

디코딩시에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의 중요도에 의존한다. 송신기는 어느 스트림 부분들이 선택되는지를 지시하는 선택 맵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송신기는 또한,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을 에러 정정하기 위한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unequal

error correction data)를 발생하며 선택되지 않는 다른 스트림 부분들에 대한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지

않는다. 송신기는 제 1 채널을 통해 표준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전송하며, 제 2 채널을 통해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및 선택 맵 데이터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를 전송한다. 제 2 채널은 제 1 채널과 다른 채널이며, 즉 제 1 채널을 통한 정보

신호의 전송은 제 2 채널을 통한 정보 신호들의 전송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수신기에서, 수신기는 제 1 채널로부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고

제 2 채널로부터 강화 데이터를 수신한다. 수신기는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선택 맵 데이터에 따라 표

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선택된 부분들을 정정한다. 수신기는 또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인코딩

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균등하게 에러 정정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중요 부분들에 대한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과 균등 에러 정정의 결합과 관련된 장점들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덜 중요한 부분들의 대부분의 에러들이 정정되고 더 극단적인 에러들이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더 중요

한 부분들에서 정정된다는 것이다. 제 1 채널을 통해 균등 에러 정정으로 그리고 제 2 채널을 통해 불균등 에러 정정으로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할때의 장점들은 제 1 채널로부터의 표준 스트림을 수신하고 제 2 채널로부터 강화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는 수신기와 호환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송신기는 본 발명을 이용하지 않는 표준 수

신기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위치들에 있는 다중 수신기들이 본 발명의 동일한 송신기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하고

일부 수신기들이 다른 수신기들보다 더 많은 잡음 신호를 수신하는 방송 실시예에서, 더 많은 잡음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기들은 개선된 수신품질을 획득하기 위하여 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본 발명을 이용하지 않는 덜 복잡한 수신기

들은 저잡음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송신기는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는데 유용한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 부분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 3 에러 정정 데이

터에는 강화 데이터의 각각의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이 제공될 수 있다. 수신기는 표준 스트림의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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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을 에러 정정 하기전에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할 수 있다. 송신기는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강화 프레임을 발생시

킬 수 있다. 각각의 강화 전송 프레임은 강화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 및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을 포함

할 수 있다.

표준 스트림은 고정-크기 기본 스트림 패킷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패킷들은 각각 패킷 헤더 및 패킷 데이터 부분을 포함

한다. 패킷들은 패킷 데이터 부분에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디오 패킷들 및 패킷 데이터 부분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오디오 패킷들을 포함할 수 있다.

표준 스트림은 고정-크기 표준 전송 프레임들로 편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표준 전송 프레임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고정-크기 부분 및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을 각각 포함한다. 각각의 프레임에 포함된 균등 에러 정

정 데이터는 동일한 프레임에 포함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할 수 있다.

표준 전송 프레임들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선택된 부분들에 대한 선택 맵 데이터 및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발생시켜 편성하는 다중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그룹들로 논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선택은, 거의 모든 오디오 부분들을 선택하는 단계; 비디오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비디오 부분들을 선택

하는 단계; 및 비디오 헤더 데이터를 포함하는 각각의 비디오 부분 직후에 비디오 부분들의 시퀀스들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시퀀스내에서 부분들의 수는 제 2 전송을 위한 미리 결정된 비트 레이트에 따른다. 선택 맵 데이터 및/

또는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발생되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부분들과 동일한 순서로 각각 전송될 수 있다. 선

택적으로, 선택 맵 데이터 및/또는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발생되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부분들이 전송되는

순서에 대하여 인터리빙된 순서로 전송될 수 있다.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각 그룹에 대한 강화 데이터는 다중 고정-크기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로 편성될 수 있다. 대응하

는 고정-크기 제 3 에러 정정 부분은 각각의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다. 고정-크기 강화 전송 프레

임들의 강화 데이터 스트림은 송신기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며, 다중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각각은 표준 프레임들의 그

룹에 대하여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중 하나 및 제 3 에러 정정 부분들중 하나를 포함한다. 각각의 강화 전송 프레임의 제

3 에러 정정 부분은 동일한 강화 전송 프레임에 포함된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할 수 있다.

각각의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은 선택 맵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 및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모든 선택 맵 데이터는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의 다음 선택시에 함께 전송될 수 있으며, 모

든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의 다른 다음 선택시에 함께 전송될 수 있다.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은 오디오 부분들 및 비디오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선택은 거의 모든 오디오 부분들을 선택하

는 단계, 비디오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비디오 부분들을 선택하는 단계, 및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부분을 바로

뒤따르는 비디오 부분들의 시퀀스들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시퀀스들의 크기는 강화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

하기 위한 미리 결정된 비트 레이트에 따른다.

패킷들이 다중 세그먼트들로 편성되고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이 패킷 세그먼트들인 경우에,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은 선택

된 패킷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어떤 패킷의 패킷 헤더를 포함해야 한다.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은 제 1 반송 주파수로 제 1 아날로그 반송파를 변조하기 위하여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여 물리적 매체를 통해 제 1 변조된 반송파를 전송함으로서 제 1 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강화 데이터

스트림은 제 1 반송 주파수와 다른 제 2 반송 주파수로 제 2 아날로그 반송파를 변조하기 위하여 강화 데이터 스트림을 사

용하여 물리적 매체를 통해 제 2 변조된 반송파를 전송함으로서 제 2 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들 및 장점들은 이하의 첨부도면들 및 상세한 설명을 참조할때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실시예

도면들의 이하의 상세한 설명들에서, 다른 도면들에서 동일한 라벨들의 사용은 유사한 장치를 지시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송신기(100)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다. 수신기(110)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신호 프로

세서(112)에 제공한다.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은 단독으로 신호 프로세서(112)와 결합하여 수신기(110)에 의하

여 제공되다. 표준 스트림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한다.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각의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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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110)는 예컨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 기록 캐리어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판독하는 매체 드라

이브, 및 환경으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카메라 및 마이크로폰을 포함할 수 있다. 수신기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거나, 또는 수신기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호 프로

세서는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며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에러 정정 데이터를 표준 멀티미디어 스트림으로 포

맷하거나, 또는 수신기는 단지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raw multimedia data)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호 프로세서

는 원 데이터(raw data)를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인코딩한다.

신호 프로세서(112)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 스트림 부분들을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다른 스

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선택한다. 선택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젠테이션 품질에 대한 스트림 부분들에 포함된 타입

의 데이터의 중요도에 의존한다. 신호 프로세서는 어느 스트림 부분들이 선택되는지를 지시하는 선택 맵 데이터를 발생시

킨다. 신호 프로세서는 선택되지 않는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에 대한 추가 불균등 에러 정

정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송신기(114)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 1 채널로 전송하고, 선택 맵 데이터 및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를 제 2 채널로 전송한다. 제 2 채널은 제 1 채널과 다른 채널이다. 따라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및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표준 스트림의 선택된 부분들을 위하여 제공되며, 적어도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선택되

지 않은 표준 스트림의 부분들을 위하여 제공된다.

도 2는 예시적인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부분(120)을 기술한다. 표준 스트림은 예컨대 제안된 ATSC DTV 표

준 또는 제안된 DVB 표준에 따를 수 있다. 스트림은 순차 고정-크기 표준 전송 프레임들로 구성될 수 있다. 각각의 표준

프레임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고정-크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부분(122) 및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균등 에러 정정 부분(124)을 포함할 수 있다. 표준 프

레임의 에러 정정 데이터는 예컨대 순방향 에러 정정(FEC) 데이터일 수 있다. 인코딩은 예컨대 MPEG 타입 인코딩(예컨

대, MPEG-2 인코딩)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고정-크기의 188 바이트 기본 스트림 패킷

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패킷은 패킷 헤더 및 패킷 데이터 부분을 가지며, 패킷 헤더는 ID를 포함하며, 패킷 데이터 부분들

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한다. MPEG 인코딩된 표준 스트림에 대하여, 각각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부분은

MPEG 패킷들의 고정 정수를 포함할 수 있다. 텔레비전에 대하여, MPEG 스트림의 패킷들은 단지 비디오 데이터 및 오디

오 패킷들을 포함하는 패킷 데이터 부분들을 가진 비디오 패킷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패킷 데이터 부분들은 단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한다.

각각의 표준 프레임의 에러 정정 데이터는 단지 동일한 표준 프레임에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할 수 있

거나, 또는 다른 표준 프레임들에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할 수 있다. 도 3은 에러 정정 패킷들에 대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표준 프레임들에서 패킷들의 순서와 다른 순서로 인터리빙되는 4 표준 프레임들의 그룹을 기술

한다. 도 3의 예에서, 각각의 에러 정정 패킷들 B,C 및 D에 대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B', C' 및 D'는 패킷들 B,C 및 D과

다른 프레임들 그룹의 표준 프레임들에 포함된다.

채널들은 하나의 채널로의 데이터 신호의 전송이 다른 채널로의 데이터 신호의 전송에 거의 독립적일때 다른 것으로 고려

된다. 예컨대, 방송에서 채널들은 전형적으로 전기-자기 스펙트럼의 다른 주파수 대역들이며, TDMA 셀룰라 시스템들에

서 다른 채널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미리 결정된 다른 시간 슬라이스들이다. 스펙트럼 확산 통신들(예컨대 CDMA 셀

룰라 시스템들)에서, 채널은 다중 주파수 대역들의 시간 슬라이스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변 데이터율들에 따라 동일한

채널을 다중 송신기들에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은 거의 독립적인 전송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예컨대, 송신기(114)는 제 1 주파수로 제 1 아날로그 반송파를 변조하기 위하여 표준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으

며, 변조된 반송파를 매체에 전송할 수 있으며, 제 1 주파수와 다른 제 2 주파수에서 제 2 아날로그 반송파를 변조하기 위

하여 강화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 2 변조된 반송파를 매체에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체는 사운드

또는 전기-자기 파들과 같은 파들을 전송할 수 있는 어떤 기판일 수 있다. 송신기는 예컨대 광섬유를 통해 광파들을 전송

하는 레이저, 또는 공간을 통해 무선 파들 또는 마이크로 파들을 전송하는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다.

도 4a는 문자들로 지시된 표준 스트림의 선택된 부분들을 가진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4 표준 전송 프레임들에

대한 그룹의 실시예를 기술한다. 선택되지 않은 표준 스트림의 부분들은 공백이다. 선택된 부분들은 균등 에러 정정 데이

터의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선택은 도 4a에 도시된 바와같이 단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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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될 수 있다. 선택된 부분들은 MPEG 패킷들일 수 있거나 또는 MPEG 패킷들의 부분할들인 패킷 세그먼트들일 수 있다.

예컨대, 만일 패킷들 각각이 188 바이트를 포함하면, 각각의 패킷은 6개의 패킷 세그먼트들로 논리적으로 재분할될 수 있

으며, 제 1의 5개 패킷 세그먼트들은 각각 32바이트를 포함하며, 제 6의 패킷 세그먼트는 28 바이트를 포함한다.

그룹내의 표준 프레임들의 수(즉, 그룹 크기)는 지연, 버퍼링 요건들 및 대역폭 효율성간의 교환들에 의존한다. 예컨대, 표

준 프레임들의 큰 그룹은 표준 프레임들의 처리시 큰 지연(강화 데이터의 처리시 지연)을 유발하고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

하여 큰 버퍼들을 필요로하나, 강화 데이터의 더 효율적인 패키징을 야기하여 고대역폭 효율성을 발생시킨다.

도 4b는 본 발명의 선택 맵 데이터의 제 1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하며, 선택 맵 데이터는 도 4a에 기술된 선택 부분들이

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선택 맵은 표준 프레임의 대응하는 부분이 선택된다는 것을 1이 지시하고 표준 프레임의 대응하는

부분이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을 0이 지시하는 비트맵이다. 0은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도 4b에 도시되지 않는다.

도 4c는 본 발명의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전형적인 제 1 실시예를 기술한다. 도 4c는 도 4a의 선택된 부분들을 접속

하는 에러 정정 데이터를 도시한다. 예컨대, 에러 정정 데이터 A', B', C'는 도 4a의 표준 프레임들에서 선택된 패킷들 A,

B, C를 에러 정정한다.

도 4d는 선택 맵 데이터가 발생되는 표준 스트림의 부분들의 순서에 대하여 선택 맵 데이터가 인터리빙되는 본 발명의 선

택 맵 데이터에 대한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이다. 예컨대, 도 4d의 선택 비트 맵의 제 1 행내의 제 1의 4개의 비트들은 4개

의 표준 프레임들의 각각의 프레임의 제 1 패킷이 선택되는지의 여부를 지시한다.

도 4e는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발생되는 표준 스트림의 부분들에 대한 순서에 대하여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인

터리빙되는 본 발명의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에 대한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다. 도 4e에서, 불균등 에러 정정 데

이터 A' 및 M'의 제 1의 두개의 부분들은 패킷들 A 및 M을 각각 에러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적으로, 선택 맵 데이터

는 도 4b에 도시된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선택된 맵 데이터

에 대하여 인터리빙되도록 도 4e에 기술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도 1에서, 신호 프로세서(112)는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는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할 수 있다.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는 모든 강화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한 균등 에러 정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에, 송신기(114)는 제 2 채널을 통해

강화 데이터를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전송한다.

신호 프로세서(112)는 강화 데이터를 고정-크기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강화 데이터 스트림으로 편성할 수 있다. 도 5는 강

화 데이터 스트림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한 부분을 기술한다. 각각의 강화 전송 프레임은 강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고정-

크기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132) 및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는 제 3 엘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고정-크기 제 3 에러

정정 전송 부분(134)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에, 송신기(114)는 강화 스트림을 제 2 채널로 전송한다.

각각의 강화 전송 프레임의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는 순방향 에러 정정 데이터일 수 있다. 각각의 강화 전송 프레임의 에러

정정 데이터는 동일한 강화 전송 프레임의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할 수 있거나 또는, 도 3의 표준 프레임들에서 에러 정

정 데이터의 인터리빙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할 수 있다.

도 6a 및 도 6b는 선택 맵 데이터 및 불균등 강화 맵 데이터를 도 4a에 기술된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그룹에 대한 강화 전

송 프레임들의 그룹의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로 편성하는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기술한다.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그

룹내의 프레임들의 수는 표준 프레임들의 대응하는 그룹내의 프레임들의 수 및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되는 표준 프레임들의 부분들의 비율에 의존할 것이다. 도 6a에서, 3개의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각각은 도 4b의 선택

맵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142), 이 다음에 도 4c의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144), 그 다음에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의 부분(146)을 포함한다. 도 6b에서, 선택 맵 데이터의 다음 부분들(150, 152)은 제1의 두개의 강화 전

송 프레임들에 포함된다. 선택 맵 데이터는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다음 부분들(154, 156) 앞에 배치된다. 전형적으

로, 선택 맵 데이터는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

신호 프로세서(112)는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타입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표준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부분들을 선택한다.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표준 데이터 스트림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의 타입에 의존한다. 오디오 부분들은 오디오데이터가 단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만 비례하며 오디오가 다른 부분들보다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이해시에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되어야 한다. 오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비교적

작은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프리젠테이션이 이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패킷들의 MPEG 기반 표준 스트림에 대하여, 오디

오 패킷들은 패킷 ID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다. 또한, 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부분들은 헤더 정보가 다른 비디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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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디코딩할때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MPEG 비디오 스트림의 비디오 헤더 정보는 프레임 헤더

들, 슬라이스 헤더들, 매크로블록 헤더들 및 블록 헤더들을 포함한다. MPEG 기반 표준 스트림에 대하여, 패킷들은 비디오

헤더들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다음 비디오 부분들의 시퀀스들(헤더 정보를

포함하는 어떤 비디오 부분을 바로 뒤따름)이 선택되어야 하며, 비디오 부분들의 시퀀스내의 비디오 부분들의 수는 미리

결정된 기준에 의존할 수 있다. 미리 결정된 기준은 강화된 보호를 수신하는 패킷들의 부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적어도 개

략적으로 동적으로 조절되는 패킷들의 부분은 제 2 전송동안 미리 결정된 비트 레이트를 제공한다.

표준 멀티미디어 신호가 패킷들으로 구성되고 패킷들이 선택되는 부분들인 세그먼트들로 논리적으로 재분할되면, 선택된

세그먼트들에 대한 패킷 헤더들은 패킷 헤더가 패킷의 디코딩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되어야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송신기(200)의 더 상세한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다. 수신기(202)는 원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제공한다. 인코더(204)는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변환한다. 에러 코더(206)는 인코

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하여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하며,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각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을 제공한다. 다중화기(208)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

기 위하여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맷한다. 선택기(210)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

트림의 일부 스트림 부분들을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을 위하여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

외하고 선택하며,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을 위하여 어느 스트림 부분들이 선택되는지를 지시하는 선택 맵 데이터를 발생시

킨다. 선택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젠테이션의 품질에 대한 스트림 부분들에 포함된 데이터의 타입에 대한 중요도에

의존한다. 에러 정정 코더(212)는 선택되지 않은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선택 맵 데이터에 의하여 지시된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에 대항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다중화기(214)는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을 제공하

기 위하여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및 선택 맵 데이터를 함께 포맷한다. 에러 정정 코더(216)는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

을 에러 정정하는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다중화기(218)는 강화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 데

이터 전송 부분들 및 강화 에러 정정 데이터를 함께 포맷한다. 데이터 스트림은 도 5와 관련하여 앞서 기술된 바와같이 강

화 전송 프레임들로 구성될 수 있다.

송신기(220)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 1 채널로 전송하며, 송신기(222)는 제 1 채널과 다른 제 2 채널로 강

화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한다.

도 7의 실시예의 엘리먼트들은 개별 컴포넌트들로서 기술되나 효율적인 설계로 컴포넌트들의 부분들이 공유될 수 있으며,

상업적인 실시예에서 멀티미디어 송신기의 일부분들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것이며 다른 부분들은 하드웨어로 구현될 것

이다.

도 8은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에러 정정하는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및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수신기에 대한 예시적인 실시예(230)를 기술한다. 수신기(232)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제 1 채널로 수신하며, 표준 스트림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신기(232)는

선택 맵 데이터 및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를 제 2 채널로부터 수신하며, 제 2 채널은 제 1 채널

과 다르다.

프로세서(234)는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택 맵 데이터에 따라 표준 스트림의 부분들을 에러 정정한

다. 선택 맵 데이터는 제 1 정정시에 표준 스트림의 어느 부분들이 정정되는지와 제 1 정정시에 어느 표준 스트림의 다른

부분들이 정정되지 않는지를 지시한다. 프로세서(234)는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에러 정정하며, 균등 에러 정정은 표준 스트림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

을 제공한다. 에러 정정될 수 없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일부분은 무시될 수 있다. 송신기(236)는 데이터의 제 1 및 제 2

에러 정정후에 에러 정정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매체에 출력한다. 송신기(236)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청취자

에게 프리젠테이션하는 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기록 캐리어에 기록하는 레코더, 광케이블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학 레이저 송신기, 공간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안테나 및/또는 신호들이 전송될 수

있는 어떤 다른 타입의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균등 에러 정정 또는 불균등 에러 정정중 하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부분에서 먼저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균등 에

러 정정 데이터의 부분들이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을 위하여 선택되면, 이들은 균등 에러 정정을 위하여 사용되기전에 에

러 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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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채널로부터 수신기(232)에 의하여 수신된 강화 데이터는 도 1의 송신기(114) 또는 도 7의 송신기(222)에 의하여 전

송되는 것으로 기술된 어떤 형태의 강화 데이터일 수 있다. 예컨대, 이는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수반하거나 또는 앞서 기

술된 바와같이 강화 전송 프레임들로 포맷될 수 있다.

송신기(236)의 출력은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 없이 에러 정정된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또는 에러 정정된 멀티미

디어 데이터일 수 있다.

신호 프로세서(234)는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코딩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송신기(236)는 디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청취자에게 프리젠테이션하는 단순한 프리젠테이션 장치(예컨대,

MPEG 디코더 없는 텔레비전)를 포함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수신기의 상세한 실시예를 기술한다. 제 1 수신기(252)는 제 1 채널로부터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한다. 표준 스트림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기 위하여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균

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한다.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각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을 제공한다.

제 2 수신기(254)는 선택 맵 데이터 및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강화 데이터를 제 2 채널로부터 수신한

다. 제 2 수신기는 또한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제 2 채널로부터 수신한다. 제 2 채널은 제 1 채널과 다른 채널이다.

제 1 에러 정정 유닛(256)은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한다. 제 2 에러 정정 유닛(258)은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택 맵 데이터에 따라 표준 데이터 스트림의 부분들에 대하여 제 1 에러 정정

을 제공한다. 제 3 에러 정정 유닛(260)은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하여 제 2

에러정정을 제공한다. 디코더(262)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제 1 및 제 2 에러 정정후)를 디코딩된(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변환한다. 송신기(264)는 데이터의 제 1 및 제 2 에러 정정후에 디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출력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특정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하는 흐름도이다. 단계(302)에서는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제공된다. 원 데이터는 데이터가 아직 인코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데이터는 카메라들 및 마이크로폰들과 같은

데이터 포착 장치들로부터 제공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공지된 방법들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원 데이터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데이터일 수 있다. 단계(304)에서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인코딩된다. MPEG 인코딩은 비디오를 압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한 현재 사용되고 제안된 다수의 방법이 존재한다. 인코딩은 아날로그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306)에서는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발생된다.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인코딩된 멀티미디어데이터를 에러 정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는 인코딩된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항 동일한 에러 정정 견고성을 제공한다. 단계(308)에서는 순차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표

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이 발생된다. 각각의 표준 프레임은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 및 이 다

음에 배치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을 포함한다.

단계(310)에서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 스트림 부분들이 선택되나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다른 스

트림 부분들은 선택되지 않는다. 선택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리젠테이션 품질에 대한 스트림 부분들에 포함된 데이터

타입의 중요도에 의존한다. 단계(312)에서는 어느 스트림 부분들이 선택되는지를 지시하는 선택 맵 데이터가 발생된다.

단계(314)에서는 선택되지 않은 다른 스트림 부분들을 제외하고 각각의 선택된 스트림 부분에 대하여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발생된다. 따라서, 표준 스트림의 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제공된다.

단계(316)에서는 강화 데이터를 에러 정정하기 위하여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가 발생된다. 강화 데이터는 선택 맵 데이터

및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포함한다.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는 강화 데이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동일한 균등

에러 정정을 제공한다. 단계(318)에서는 고정-크기 강화 전송 프레임들의 강화 데이터 스트림이 발생되며, 각각의 강화 전

송 프레임은 강화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 및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고정-크기 부분을 포함한다.

단계(320)에서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이 매체의 제 1 채널로 전송된다. 단계(322)에는 강화 데이터 스트림이

동일한 또는 다른 매체의 제 2 채널로 전송된다. 제 2 채널은 제 1 채널과 다른 채널이다.

단계(324)에서는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이 제 1 채널로부터 수신된다. 단계(326)에서는 강화 데이터 스트림이 제

2 채널로부터 수신된다. 단계(328)에서는 강화 데이터가 강화 데이터 스트림의 제 3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에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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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단계(330)에서는 선택된 스트림 부분들이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택 맵 데이터에 따라 에러

정정된다. 단계(332)에서는 모든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부분들이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에러 정정된

다.

본 발명은 예시적인 특정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앞서 기술되었다. 당업자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이들 예시적인 실시예들

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은 이하의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송신기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2는 예시적인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부분(120)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에러 정정 패킷들에 대한 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인터리빙되는 4 표준 프레임들의 예시적인 그룹을 도시한 도면.

도 4a는 본 발명에 따라 표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의 4 표준 전송 프레임들에서 부분들을 선택하는 예를 기술한 도

면.

도 4b는 도 4a의 선택된 부분들에 대한 선택 맵 데이터의 제 1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4c는 본 발명의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제 1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4d는 선택 맵 데이터가 발생된 표준 스트림의 부분들의 순서에 대하여 선택 맵 데이터가 인터리빙되는, 본 발명의 선택

맵 데이터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4e는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발생되는 표준 스트림의 순서에 대하여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가 인터리빙되는, 본

발명의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강화 전송 프레임에 대한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6a는 도 4a에 기술된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그룹에 대한 강화 전송 프레임들 그룹의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로 선택

맵 데이터 및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편성하는 제 1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6b는 도 4a에 기술된 표준 전송 프레임들의 그룹에 대한 강화 전송 프레임들 그룹의 강화 데이터 전송 부분들로 선택

맵 데이터 및 추가 불균등 에러 정정 데이터를 편성하는 제 2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송신기의 더 상세한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수신기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멀티미디어 수신기의 더 상세한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실시예를 기술한 흐름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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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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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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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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