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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강건한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를 가지는 디지털 송/수신시스템 및 그의 에러정정부호화/정정방법

(57) 요약

강건한 에러정정부호화장치를 가지는 디지털 송/수신시스템 및 그의 에러정정부호화/정정방법이 개시된다. 송신측 에러

정정부호화장치는, L개의 패킷들으로 이루어지는 필드데이터에 대해 N개의 데이터 패킷들과 (L-N)개의 패리티 패킷들로

분할하는 시간분할부와, 데이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는 제1RS인코딩부와, 소정 바이트의 패리

티가 부가된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저장된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2RS인

코딩부를 갖는다. 이에 대응하는 수신측 에러정정복호화장치는, L개의 패킷들에 각각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

용하여 필드데이터의 수평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하는 제1RS디코딩부와,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필드데이터의 수직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하는 제2RS디코딩부를 갖는다. 따라서, 필드 데이

터에 대해서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존재하는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강건한 에러 정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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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는 제1RS인코딩부;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2RS인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RS인코딩부는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며, 상기 저장부에 상기 소정 바이

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Normal)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Robust)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RS인코딩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RS인코딩부에서 생성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헤더를 각각 삽입하는 헤더삽입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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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RS인코딩부에서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기 전에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 랜덤화하는 랜덤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7.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는 제1인코딩단계;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단계;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2인코딩단계;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는 제3인코딩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인코딩단계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인코딩단계에서 생성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헤더를 각각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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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인코딩단계 및 상기 제3인코딩단계 전에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 랜덤화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13.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2RS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 및

상기 랜덤화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제1RS인코딩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14.

제 13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RS인코딩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17.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RS인코딩부에서 생성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헤더를 각각 삽입하는 헤더삽입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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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단계;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2인코딩단계;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단계; 및

상기 랜덤화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제1인코딩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인코딩단계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인코딩단계에서 생성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헤더를 각각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23.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1인코딩부; 및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제2인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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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

청구항 26.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1인코딩단계; 및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제2인코딩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방법.

청구항 29.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고,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

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여 부호화하는 에러정정부호화부;

상기 부호화된 데이터에 동기신호를 삽입하는 동기신호삽입부;

상기 동기신호가 삽입된 데이터를 펄스 성형(pulse shaping)하는 펄스성형필터; 및

펄스 성형된 데이터를 전송 채널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RF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

스템.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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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

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

청구항 32.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부호화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는 제1RS인코딩부;와,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상

기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2RS인

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RS인코딩부는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며, 상기 저장부에는 상기 소정 바

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이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제2RS인코딩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송신 시스템.

청구항 34.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제2RS인코딩부에서 생성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헤더를 각각 삽입하는 헤더삽입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

청구항 35.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제1RS인코딩부에서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기 전에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 랜덤화하는 랜덤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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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부호화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와,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2RS

인코딩부와;,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 및 상기 랜덤화된 상

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는 제1RS인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제2RS인코딩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송신 시스템.

청구항 38.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제2RS인코딩부에서 생성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헤더를 각각 삽입하는 헤더삽입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

청구항 39.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각각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1RS디

코딩부;

상기 에러 정정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2RS디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RS디코딩부는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에 기초하여 상기 저장부에 기저장된 데이터 패킷들을 업데이트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41.

제 3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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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42.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 디랜덤화하는 랜덤화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2RS디코딩부는 디랜덤화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43.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제1RS디코딩부는,

업데이트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해 다시 한번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

정복호화장치.

청구항 44.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각각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1디코

딩단계;

상기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단계;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제1디코딩단계에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2디코딩단계;

상기 제2디코딩단계에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에 기초하여 기저장된 데이터 패킷들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및

업데이트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해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제3디코딩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방법.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46.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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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제2디코딩단계 전에,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 디랜덤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방법.

청구항 48.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제3디코딩단계 전에,

디랜덤화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상기 소정의 패턴에 따라 랜덤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방법.

청구항 49.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각각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1RS디

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 디랜덤화하는 랜덤화부;

상기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2RS디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RS디코딩부는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에 기초하여 상기 저장부에 기저장된 데이터 패킷들을 업데이트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51.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52.

제 4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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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RS디코딩부는,

업데이트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해 다시 한번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

정복호화장치.

청구항 53.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각각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1디코

딩단계;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 디랜덤화하는 단계;

상기 제1디코딩단계에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제1디코딩단계에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2디코딩단계;

상기 제2디코딩단계에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에 기초하여 기저장된 데이터 패킷들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및

업데이트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해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제3디코딩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방법.

청구항 54.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55.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

청구항 56.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제3디코딩단계 전에,

디랜덤화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상기 소정의 패턴에 따라 랜덤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방법.

청구항 57.

선국된 대역의 수신신호를 기저대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튜너;

상기 수신신호의 주파수 옵셋/타이밍 옵셋을 복원하는 주파수/타이밍복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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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신호에 포함된 아날로그신호를 제거하는 아날로그신호제거부;

상기 수신신호의 심볼간 간섭을 제거하는 등화부; 및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 및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신호의 데이터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에러정정복호화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청구항 58.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복호화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제1RS디코딩부;와, 상기 에러 정정된 데이

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제2RS디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RS디코딩부는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에 기초하여 상기 저장부에 기저장된 데이터 패킷들을 업데이트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청구항 59.

제 5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청구항 60.

제 5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청구항 61.

제 58항에 있어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 디랜덤화하는 랜덤화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2RS디코딩부는 디랜덤화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청구항 62.

제 58항에 있어서,

상기 제1RS디코딩부는,

업데이트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해 다시 한번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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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3.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복호화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제1RS디코딩부;와,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 디랜덤화하는 랜덤화부;와, 상기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

부;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2RS디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RS디코딩부는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에 기초하여 상기 저장부에 기저장된 데이터 패킷들을 업데이트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청구항 64.

제 6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청구항 65.

제 6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청구항 66.

제 63항에 있어서,

상기 제1RS디코딩부는,

업데이트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해 다시 한번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송/수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에러 정정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그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미국 ATSC 표준의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100)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에러 정정 부호화 장

치(100)는 랜덤화부(Randomizer)(111), 리드 솔로몬(Reed-Solomn:이하 'RS'라고 함) 인코딩부(Encoder)(113), 인터리

빙부(Interleaver)(115), 및 트렐리스 인코딩부(Trellis Encoding)(117)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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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S 인코딩부(113)는 에러 정정 능력이 10바이트인 RS(207,187), t=10 코드인 것을 예로 한다. RS 데이터 블록

크기는 에러 교정을 위해 더하여진 20 바이트 RS 패리티와 187 입력 데이터 바이트를 포함해서 207 바이트이고, 세그먼

트 동기신호(Segment Sync)와 함께 한 세그먼트(이하, '패킷'이라 함)를 구성한다.

입력 데이터는 MPEG 트랜스포트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데 이는 한 패킷이 188 바이트로 구성된 MPEG2-TS

(Transport stream)의 구조이다. MPEG2-TS 패킷은 1 바이트 동기신호(Sync byte)와 PID(Packet IDentifier)를 포함하

고 있는 3바이트의 헤더와, 184 바이트의 패이로드(Payload)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입력 데이터는 랜덤화부(111)에서 랜덤한 형태로 바뀐 후, RS 인코딩부(113)에서 에러 교정용으로 20 바이트의 RS 패리

티가 더해진다. 이 후, 인코딩부(115)에서 컨벌루션 인터리빙되며, 트렐리스 인코딩부(117)를 통해 2/3 비율의 트렐리스

부호화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입력 데이터는 에러 정정 부호화 과정이 수행된다.

도 2는 전송용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입력 데이터는 랜덤화 및 에러 정정 부호화(FEC)가 수행되며, 세그먼

트 동기신호(Segment Sync)에 해당하는 트랜스포트 패킷의 동기 바이트에는 랜덤화와 에러정정부화 처리과정은 행하지

않는다. 즉, 랜덤화와 에러 정정 부호화된 데이터 패킷은 전송용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형되고 세그먼트 동기신호

(Segment Sync)와 필드동기신호(Field Sync)가 더해져 전송된다.

도 3은 도 1의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장치에 대응하는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를 가지는 수신 시스템에 대한 개략

적인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100)에 역순으로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200)

는 트렐리스 디코딩부(311)와, 디인터리빙부(313)와, RS 디코딩부(315), 및 디랜덤화부(317)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200)는 전송 채널 환경 및 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정정해준다.

특히, RS 인코딩부(113)/디코딩부(315)는 컨벌루션 인터리버/디인터리버와 연계하여 군집에러(burst error)를 정정해주

는 역할을 한다.

최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실내, 휴대, 이동 수신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좀더 열악한 채널 환경에서도 안정

적인 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ATSC 전송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으로는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열

악한 채널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수신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에 의해, 더 많은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강력한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및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열악한 채널 환경에서 수신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에러 정정 부호화/복호화 장치를 가지는 디지털 송/수신 시스템 및 그에 따른 에러 정정 부호화/복호화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는,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는 제1RS인코딩부;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2RS인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RS인코딩

부는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며, 상기 저장부에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

가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저장한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중 어느 하

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2RS인코딩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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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RS인코딩부에서 생성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헤더를 각각 삽입하는 헤더삽입부; 및 상기 제1RS

인코딩부에서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기 전에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

랜덤화하는 랜덤화부;를 더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에러정정부호화방법은,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는 제1인코

딩단계;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단계; 저장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응하

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는 제2인코딩단계;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각각 부가하는

제3인코딩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2인코딩단계는,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한

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인코딩단계에서 생성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에 헤더를 각각 삽입하는 단계; 및 상기 제1인코딩단계

및 상기 제3인코딩단계 전에 상기 데이터 패킷들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 패턴에 따라 랜덤화하는 단계; 더 포함한

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는,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각각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1RS디코딩부; 상기 에러 정정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

는 저장부;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2RS디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RS디코딩부는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에 기초하여 상기 저장부에 기저장된 데이터 패킷들을 업데이트한다. 여기

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 디랜덤화하는 랜덤화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RS디코딩부는 디랜덤화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한다. 또한, 상기 제1RS디코딩부는, 업데이트된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 대해 다시 한번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에러정정복호화방법은, 소정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각각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상

기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1디코딩단계; 상기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이용하여 상기 제1디코딩단계에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제2디코딩단계; 상기 제2디코

딩단계에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에 기초하여 기저장된 데이터 패킷들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및 업데이트된 상기 데

이터 패킷들에 대해 상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를 정정하는 제3디코딩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2디코딩단계 전에,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 디랜덤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3디코딩

단계 전에 디랜덤화된 상기 패리티 패킷들을 상기 소정의 패턴에 따라 랜덤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따라서, 송신측에서는 패킷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와, 소정개의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고, 수신측에서는 소정 바이

트의 패리티와 소정개의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강건한 에러 정정을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를 가지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디지털 송신 시스템은 본 발명에 따른 에러정정부호화부(400)와, 동기신호삽입부(511)와, 파일럿삽입부(513)와, 펄스성

형필터(515), 및 RF부(517)를 가지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에러정정부호화부(400)는 FIFO(411), 시간분할부(413), 랜덤화부(415), 제1RS인코딩부

(417), 저장부(419), 제2RS인코딩부(421), 헤더삽입부(423), 인터리빙부(425), 및 트렐리스 인코딩부(427)를 가지고 있

다.

FIFO(411)는 MPEG 전송 시스템(미도시)에서 MPEG2-TS 패킷화된 데이터 패킷들을 FIFO(First In First Out)방식으로

버퍼링한다. 여기서,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Normal data packet) 및 채널 환경에 보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 로버

스트 처리된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Robust data packet)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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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분할부(413)는 FIFO(411)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패킷들과 헤더삽입부(423)에서 출력되는 패리티 패킷들에 대해 필드

내의 시간을 분할한다. 예컨데, 필드동기를 제외한 L개의 패킷들에 대해서, N개의 데이터 패킷들과, (L-N)개의 패리티 패

킷들로 분할한다.

랜덤화부(415)는 시간분할부(413)에서 출력되는 N개의 데이터 패킷들, 또는 (L-N)개의 패리티 패킷들에 대해 소정의 패

턴에 따라서 랜덤화를 수행한다. 먼저, FIFO(411)에서 출력되는 N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대해 랜덤화하고, 이 후, (L-N)개

의 패리티 패킷들에 대해 랜덤화를 수행한다.

제1 RS인코딩부(417)는 랜덤화된 패킷들에 대해 각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한다. 제1 RS인코딩부(417)는

먼저, 랜덤화된 N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대해 패리티를 부가하고, 이 후, (L-N)개의 패리티 패킷에 대해 패리티를 부가한

다.

저장부(419)는 제1 RS인코딩부(417)로부터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패킷들을 저장한다.

제2 RS인코딩부(421)는 저장부(419)에 저장된 N개의 데이터 패킷들에 기초하여 (L-N)개의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한다.

즉, (L-N)개의 패킷들에 대응하여 (L-N) 바이트 패리티을 부가한다.

헤더삽입부(423)는 제2 RS인코딩부(421)에서 생성된 (L-N)개의 패리티 패킷들에 소정 바이트의 헤더를 각각 삽입한다.

헤더가 삽입된 (L-N)개의 패리티 패킷들은 시간분할부(413)에 입력되며, 시간분할부(413)를 통해 랜덤화부(415)로 출력

된다.

이 후, (L-N)개의 패리티 패킷들은 랜덤화부(415)에서 랜덤화된 후, 제1 RS인코딩부(417)에서 (L-N)개 패킷에 소정 바

이트의 패리티가 각각 부가되어 저장부(419)에 저장된다.

인터리빙부(425)는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L개의 패킷에 대해 바이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인터리빙을 수행하

며, 트렐리스 인코딩부(427)는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트렐리스 인코딩을 수행한다.

이상과 같이 에러 정정 부호화부(400)에서 에러 정정 부호화된 데이터는 동기삽입부(511)에서 세그먼트 동기신호

(Segment Sync) 및 필드동기신호(Field Sync)가 삽입된다. 파일럿삽입부(513)는 심볼 데이터의 평균 전력보다 저전력의

파일럿신호을 생성하여 데이터에 부가한다. 펄스성형필터(515)는 소정의 롤오프지수(roll-off factor)를 가지는 필터에 의

해 펄스 성형(pulse shaping)한다. RF부(517)는 전송하고자 하는 RF 채널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여(up-converting), 안테

나를 통해 송출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정정 부호화가 적용된 ATSC 표준의 전송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것이며, 도 6은 도 4

에 도시된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이하에서는 도 4 및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에러 정정 부호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MPEG 전송 시스템(미도시)에서 MPEG2-TS 패킷화된 데이터 패킷들이 FIFO(411)로 입력된다(S11). 먼저, FIFO(411)

에서 출력되는 N개의 데이터 패킷(도 5의 (a))들은 시간분할부(413)을 거쳐 랜덤화부(415)에서 랜덤화된다(S13).

제1 RS인코딩부(417)에서는 랜덤화된 N개의 패킷들(도 5의 (a))에 대해 각 패킷당 20 바이트 패리티(도 5의 (b))를 부가

한다(S15).

20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N개의 패킷들(도 5의 (a),(b))은 저장부(419)에 저장된다(S17). 여기서, 제1 RS인코딩부

(417)는 20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한 에러 정정 능력이 10 바이트인 RS(207,187), t=10 코드를 예로 한다.

저장부(419)에 20 바이트 패리티가 부가된 N개의 패킷들(도 5의 (a),(b))이 모두 저장되면, 제2 RS인코딩부(421)에서는

저장된 N개의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응하여 수직방향으로 (312-N) 바이트 패리티(도 5의 (d))를 생성한

다(S19). 이에 의해,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도 5의 (d))이 생성된다.

헤더삽입부(423)는 생성된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도 5의 (d))에 대해 3 바이트의 헤더(도 5의 (c))를 각각 삽입한다

(S21). 3 바이트 헤더(도 5의 (c))는 N개의 데이터 패킷들과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을 구분하기 위한 PID(Packet

IDentifier)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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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삽입부(423)에서 출력되는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도 5의 (c),(d))은 시간분할부(413)을 거쳐 랜덤화부(415)에

서 랜덤화된다(S23).

랜덤화된 패리티 패킷들(도 5의 (c),(d))은 제1 RS 인코딩부(417)에서 패리티 패킷에 20 바이트의 패리티(도 5의 (e))가

부가되어 저장부(419)에 저장된다(S25). 최종적으로 저장부(419)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필드 데이터가 저

장된다.

이 후, 인터리빙부(425)에서 바이트 단위로 재배열되고, 트렐리스 인코딩부(427)에서 비트 단위로 재배열됨으로써 에러

정정 부호화가 완료된다(S27).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700)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8은 도 7의 에러 정정 부호화장

치(700)의 동작 과정에 대한 흐름도이다. 이하에서는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

호화 장치(700)에 의해 에러 정정 부호화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MPEG 전송 시스템(미도시)에서 MPEG2-TS 패킷화된 데이터 패킷들은 두 가지의 경로를 따라서 에러 정정 부호화가 수

행된다. 여기서,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Normal data packet) 및 채널 환경에 보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 로버스트

처리된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Robust data packet)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첫번째 경로는 FIFO(717)을 통해 출력되는 N개의 데이터 패킷들을 처리하고, 두번째 경로는 저장부(711)에 저장된 N개

의 패킷들에 기초하여 생성된 (312-N)개의 패리티 패킷을 처리한다.

먼저, 저장부(711)는 입력되는 N개의 데이터 패킷들(도 5의 (a))을 저장한다(S71). 제2 RS인코딩부(713)는 저장된 N개의

패킷들의 헤더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응하여 수직방향으로 (312-N) 바이트 패리티(도 5의 (d))를 생성한다(S73).

헤더삽입부(715)는 생성된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도 5의 (d))에 대해 3 바이트의 헤더(도 5의 (c))를 각각 삽입한다

(S75). 3 바이트 헤더(도 5의 (c))에는 N개의 MPEG2-TS 패킷과 (312-N)개의 패리티 패킷을 구분하기 위한 PID(Packet

IDentifier)가 포함된다.

헤더삽입부(715)에서 3 바이트의 헤더가 삽입된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도 5의 (c),(d))은 시간분할부(719)에 입력

된다.

한편, 시간분할부(719)에는 첫번째 경로인 FIFO(717)에서 출력되는 N개의 데이터 패킷들 중 마지막 데이터 패킷인 N번

째 데이터 패킷이 입력된 다음에, 헤더삽입부(715)에서 출력되는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이 입력된다.

따라서, 시간분할부(719)에서는 출력되는 데이터는 도 5의 (a),(c),(d)로 구성된 형태를 갖는다.

시간분할부(719)에서 출력되는 N개의 데이터 패킷들과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은 랜덤화부(721)에서 소정의 패턴에

의해 랜덤화가 수행된다(S77).

제1 RS인코딩부(723)에서는 N개의 데이터 패킷들(도 5의 (a))과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도 5의 (c),(d))에 20 바이

트의 패리티(도 5의 (b),(e))를 각각 부가한다(S79).

이 후, 인터리빙과 트렐리스 인코딩이 수행됨으로써 에러 정정 복호화가 완료된다(S81).

이상과 같이, 일 실시예 및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에러 정정 부호화된 필드 데이터는 패킷당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가지

며, 또한, 소정개의 패리티 패킷을 가짐으로써 보다 강력한 에러 정정 부호화되어 전송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를 가지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디지털 수신 시스템은 튜너(811), 주파수복원부(813), 타이밍복원부(815), 아날로그신호제거부(817), 등화부(819), 위상

보상부(821), 및 에러 정정 복호화부(900)등을 가지고 있다.

튜너(811)는 수신된 신호를 선국하고 선국된 대역의 신호를 기저대역의 신호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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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복원부(813) 및 타이밍복원부(815)는 수신신호의 주파수 옵셋 및 타이밍 옵셋을 복원한다.

아날로그신호제거부(815)는 선국된 대역의 신호에 포함된 아날로그신호를 제거한다.

등화부(819)는 수신신호의 심볼간 간섭(ISI:Inter-Symbol Interference)을 제거하며, 위상보상부(821)는 수신신호의 위

상 에러를 보상한다.

에러정정복호화부(900)는 도 4 및 도 7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장치(400,700)에

적용된 에러 정정 부호화 방식에 대응하여 에러를 검출하고, 검출된 에러를 정정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900)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에러 정정 복호화부(900)는 트렐리스 디코딩부(911), 디인터리빙부(913), FIFO(915), 제1 RS디코딩부(917), 랜덤화부

(919), 저장부(921), 제2 RS디코딩부(923), 및 디랜덤화부(925)를 가지고 있다.

트렐리스 디코딩부(911) 및 디인터리빙부(913)는 송신측에서 사용한 트렐리스 인코딩방식과, 인터리빙방식에 대응하여

트렐리스 디코딩 및 디인터리빙을 수행한다.

디인터리빙된 데이터 패킷은 FIFO(915)에 버퍼링된다. 여기서, 데이터 패킷은 노멀 데이터 패킷(Normal data packet) 및

채널 환경에 보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 로버스트 처리된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Robust data packet)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

다.

제1 RS디코딩부(917)는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필드 데이터의 수평방향에 대한 에러를

정정한다.

랜덤화부(919)는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를 랜덤화한다.

제2 RS디코딩부(923)는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필드 데이터의 수직방향에 대한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한다.

저장부(921)는 제1 및 제2 RS디코딩부(917,923)에서 에러가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에 대한 정보등이 저장된

다.

디랜덤화부(925)는 제1 RS디코딩부(917)에서 수평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디랜덤

화를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 의해 디지털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의 에러 정정이 완료된다.

도 10은 도 4의 에러 정정 부화화 장치(400)에 대응하는 에러 정정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며, 도 11은 도 7의 에러 정정

부화화 장치(700)에 대응하는 에러 정정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도 10을 참조하여 도 4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400)에 대응하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정정 방법을 설명한다.

디인터리빙부(913)에서 출력된 데이터는 FIFO(915)를 통해서 제1 RS디코딩부(917)에 입력된다.

제1 RS디코딩부(917)는 각각의 패킷에 포함된 20 바이트의 패리티(도 5의 (b),(e))를 이용하여 필드 데이터(도 5의 (a),

(c),(d))의 수평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한다(S110).

랜덤화부(919)에서는 제2 RS디코딩부(923)의 동작을 위해 312개의 패킷 중 패리티 패킷(도 5의 (c),(d))만을 디랜덤화한

다(S112). 왜냐하면, 도 4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400)에서 제2 RS인코딩부(421)에서 생성되는 패리티 패킷은 랜덤화

된 N개의 데이터 패킷에 기초하여 생성된 디랜덤한 데이터이므로, 랜덤화부(919)에서는 N개의 데이터 패킷을 제외한

(312-N)개의 패리티 패킷만을 디랜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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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부(921)에는 제1 RS디코딩부(917)에서 수평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S114).

제2 RS디코딩부(923)에서는 저장부(921)에 저장된 디랜덤화된 패리티 패킷들(도 5의 (c),(d))을 이용하여 랜덤화된 N개

의 데이터 패킷들(도 5의 (a))을 수직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한다(S116).

이 후, 제2 RS디코딩부(923)에서 수직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저장부

(921)에 기저장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S118).

랜덤화부(919)는 소정의 제어신호에 의해 저장부(921)에 저장된 디랜덤화된 패리티 패킷(도 5의 (c),(d))만에 대해 다시

랜덤화를 수행한다(S120). 왜냐하면, 도 4의 에러 정정 부호화장치(400)의 제1 RS인코딩부(417)는 랜덤화된 데이터에 대

하여 패리티를 부가하였으므로, 제1 RS디코딩부(917)에서 RS디코딩을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를 랜덤화시켜야 한다.

제1 RS디코딩부(923)에서는 20 바이트의 패리티(도 5의 (b),(e))를 이용하여 랜덤화된 N개의 데이터 패킷 및 (312-N)개

의 패리티 패킷들(도 5의 (a),(c),(d))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S122).

디랜덤화부(925)는 에러 정정된 데이터를 소정 패턴에 따라서 디랜덤화를 수행함으로써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은 완료

된다(S124).

다음으로, 도 11을 참조하여 도 7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700)에 의해 에러 정정 부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본 발명에 따

른 에러 정정 과정을 설명한다.

디인터리빙부(913)에서 출력된 데이터는 FIFO(915)를 통해서 제1 RS디코딩부(917)에 입력된다.

제1 RS디코딩부(917)는 각각의 패킷에 포함된 20 바이트의 패리티(도 5의 (b),(e))를 이용하여 N개의 데이터 패킷 및

(312-N)개의 패리티 패킷들(도 5의 (a),(c),(d))에 대해 수평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한다(S210).

랜덤화부(919)에서는 제1 RS디코딩부(917)에서 수평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312개의 패킷들(도 5의 (a),(c),(d))에 대해

디랜덤화를 수행한다(S212). 왜냐하면, 도 7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700)에서 제2 RS인코딩부(421)에서 생성되는 패리

티 패킷은 디랜덤한 N개의 데이터 패킷에 기초하여 생성된 디랜덤한 데이터이므로, 랜덤화부(919)에서는 N개의 데이터

패킷 및 (312-N)개의 패리티 패킷에 대해서 모두 디랜덤화를 수행한다.

저장부(921)에는 제1 RS디코딩부(917)에서 에러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S214).

제2 RS디코딩부(923)에서는 저장부(921)에 저장된 디랜덤화된 패리티 패킷(도 5의 (c),(d))을 이용하여 N개의 데이터 패

킷(도 5의 (a))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한다(S216).

제2 RS디코딩부(923)에서 에러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에 대한 정보는 저장부(921)에 기저장된 데이터를 업데

이트한다(S218).

랜덤화부(919)는 저장부(921)에 저장된 디랜덤화된 N개의 데이터 패킷 및 (312-N)개의 패리티 패킷(도 5의 (a),(c),(d))

에 대해 다시 랜덤화를 수행한다(S220). 왜냐하면, 도 7의 에러 정정 부호화장치(400)의 제1 RS인코딩부(723)는 랜덤화

된 데이터에 대하여 패리티를 부가하였으므로, 제1 RS디코딩을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를 랜덤화시켜야 한다.

이 후, 제1 RS디코딩부(923)에서는 20 바이트의 패리티(도 5의 (b),(e))를 이용하여 312개 패킷들(도 5의 (a),(c),(d))에

대해 수평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S222).

디랜덤화부(925)는 에러 정정된 랜덤화된 데이터를 소정 패턴에 따라서 디랜덤화를 수행함으로써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

정은 완료된다(S224).

이상과 같이, 패킷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와, 소정개의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함으로써, 우수

한 에러 정정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열악한 채널 환경에 대해서 보다 강건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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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터는 기존의 수신측 에러 정정 복

호화장치에 의해 에러 정정 가능하고 패리티 패킷의 널(Null) 패킷으로 인식되어 처리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송신측에서는 패킷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와, 소정개의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고, 수신측

에서는 필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존재하는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함으로써 보

다 강건한 에러 정정을 할 수 있다.

둘째, 생성된 소정개의 패리티 패킷 각각에 헤더와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수신 시스템과 호환성을

갖는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

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ATSC 송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에 의해 코딩된 데이터 프레임 구조도,

도 3은 종래의 ATSC 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를 가지는 디지털 송신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5는 도 4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에 의해 코딩된 데이터 프레임 구조도,

도 6은 도 4의 일 실시예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에 의한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에 대한 블록도,

도 8은 도 7의 다른 실시예의 에러정정부호화장치에 의한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정정복호화장치를 가지는 디지털 수신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10은 도 7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에 의한 일 실시예의 에러 정정 방법에 대한 흐름도, 그리고

도 11은 도 7의 에러정정복호화장치에 의한 다른 실시예의 에러 정정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411 : FIFO 413 : 시간분할부

415 : 랜덤화부 417 : 제1RS인코딩부

419 : 저장부 421 : 제2RS인코딩부

423 : 헤더삽입부 917 : 제1RS디코딩부

923 : 제2RS디코딩부 925 : 디랜덤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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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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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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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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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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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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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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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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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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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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