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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송/수신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가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제1경로로 출력하는 수단, MPEG 데이터를

제2경로를 통하여 출력하는 수단,상기 제1,2경로를 통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부가데이터의 패킷수에 따라 부가데

이터의 다중화위치를 결정하여 다중화시키도록 다중화부를 제어하는 제어수단, 상기 다중화부에서 출력된 데이터에 대해

전송방식으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전송시스템으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전송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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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가 데이터에 대해 제1 리드 솔로몬(RS) 부호화를 수행하여 부가 데이터 패킷을 출력하는 제1 리드 솔로몬 부호기;

상기 부가 데이터 패킷 수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다중화 규칙에 따라 하나의 데이터 필드에 MPEG 데이터 패킷과 부가 데

이터 패킷을 다중화하는 다중화부;

상기 다중화된 데이터에 대해 제2 리드 솔로몬(RS) 부호화를 수행하는 제2 리드 솔로몬 부호기; 및

상기 제2 RS 부호화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필드에 다중화되는 부가 데이터 패킷 수(P)는 제1 RS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 패킷을 기준으로 0-156 사이에

서 가변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 규칙은 제1 RS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 패킷의 수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RS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 패킷에 복수의 널 데이터를 삽입하여 복수의 부가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는 널 시퀀스

삽입부; 및

상기 널 시퀀스 삽입부에서 출력되는 부가 데이터 패킷에 MPEG 헤더를 삽입하여 다중화부로 출력하는 헤더 삽입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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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중화부는 상기 MPEG 데이터 패킷과 부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다중화 규칙에 따라 1:1과 1:3 중 하나의 비율로 다

중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필드 내 부가 데이터 패킷의 다중화 위치(MAP)는 다음의 수학식에 의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0≤P≤39 : MAP = {s | s = 4i+1, i=0,1,...,2P-1},

40≤P≤78 : MAP = {s | s = 4i+1, i=0,1,...,77} U

{s | s = 4i+3, i=0,1,...,2P-79}

79≤P≤117 : MAP = {s | s = 4i+1, i=0,1,...,77} U

{s | s = 4i+3, i=0,1,...,77} U

{s | s = 4i+2, i=0,1,...,2P-157}

118≤P≤156 : MAP = {s | s = 4i+1, i=0,1,...,77} U

{s | s = 4i+3, i=0,1,...,77} U

{s | s = 4i+2, i=0,1,...,77} U

{s | s = 4i+4, i=0,1,...,2P-235}이고,

상기 P는 상기 데이터 필드 내에 다중화되는 제1 RS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 패킷의 수이고, s는 상기 데이터 필드 내 필드

동기 세그먼트 다음의 세그먼트 위치이며, 1 ≤ s ≤ 312의 값을 가짐.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필드 내에 다중화되는 제1 RS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 패킷의 수(P)를 포함하는 다중화 정보는 상기 데이터 필

드 내 필드 동기 세그먼트의 미사용 영역에 표시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 정보는

현재의 데이터 필드에 다중화되는 P값이 바뀌기까지의 데이터 필드의 개수, 그리고 바뀔 P값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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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24비트가 할당되고, 상기 24비트의 다중화 정보는 2개의 12비트 정보로 나누어지며,

각 12비트의 정보는 그것의 반전된 형태를 갖는 12비트의 정보와 함께 상기 데이터 필드의 미사용 영역에 표시되어 전송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11.

부가 데이터에 대해 제1 리드 솔로몬(RS) 부호화를 수행하여 부가 데이터 패킷을 출력하는 단계;

상기 부가 데이터 패킷 수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다중화 규칙에 따라 하나의 데이터 필드에 MPEG 데이터 패킷과 부가 데

이터 패킷을 다중화하는 단계;

상기 다중화된 데이터에 대해 제2 리드 솔로몬(RS) 부호화를 수행하여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RS 부호화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

터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필드에 다중화되는 부가 데이터 패킷 수(P)는 제1 RS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 패킷을 기준으로 0-156 사이에

서 가변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RS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 패킷에 복수의 널 데이터를 삽입하여 복수의 부가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단계의 부가 데이터 패킷에 MPEG 헤더를 삽입하여 다중화 단계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 단계는 상기 MPEG 데이터 패킷과 부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다중화 규칙에 따라 1:1과 1:3 중 하나의 비율로

다중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필드 내 부가 데이터 패킷의 다중화 위치(MAP)는 다음의 수학식에 의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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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39 : MAP = {s | s = 4i+1, i=0,1,...,2P-1},

40≤P≤78 : MAP = {s | s = 4i+1, i=0,1,...,77} U

{s | s = 4i+3, i=0,1,...,2P-79}

79≤P≤117 : MAP = {s | s = 4i+1, i=0,1,...,77} U

{s | s = 4i+3, i=0,1,...,77} U

{s | s = 4i+2, i=0,1,...,2P-157}

118≤P≤156 : MAP = {s | s = 4i+1, i=0,1,...,77} U

{s | s = 4i+3, i=0,1,...,77} U

{s | s = 4i+2, i=0,1,...,77} U

{s | s = 4i+4, i=0,1,...,2P-235}이고,

상기 P는 상기 데이터 필드 내에 다중화되는 제1 RS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 패킷의 수이고, s는 상기 데이터 필드 내 필드

동기 세그먼트 다음의 세그먼트 위치이며, 1 ≤ s ≤ 312의 값을 가짐.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필드 내에 다중화되는 제1 RS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 패킷의 수(P)를 포함하는 다중화 정보는 상기 데이터 필

드 내 필드 동기 세그먼트의 미사용 영역에 표시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 정보는

현재의 데이터 필드에 다중화되는 P값이 바뀌기까지의 데이터 필드의 개수, 그리고 바뀔 P값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1 경로를 통해 입력되는 제1 서비스 데이터에 대해 제1 리드 솔로몬(RS) 부호화를 수행하여 출력하는 제1 리드 솔로몬

부호기;

서비스 데이터의 다중화 정보를 부가하고, 제2 경로를 통해 입력되는 제2 서비스 데이터, 및 상기 제1 RS 부호화된 제1 서

비스 데이터를 다중화하는 다중화부;

상기 다중화부의 출력 데이터에 대해 제2 리드 솔로몬(RS) 부호화를 수행하는 제2 리드 솔로몬 부호기; 및

상기 제2 RS 부호화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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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상기 제2 RS 부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인터리빙을 수행하는 인터리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상기 제2 RS 부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트렐리스 부호화를 수행하는 트렐리스 부호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21.

제1 경로를 통해 입력되는 제1 서비스 데이터에 대해 제1 리드 솔로몬(RS) 부호화를 수행하여 출력하는 단계;

서비스 데이터의 다중화 정보를 부가하고, 제2 경로를 통해 입력되는 제2 서비스 데이터, 및 상기 제1 RS 부호화된 제1 서

비스 데이터를 다중화하는 단계;

상기 다중화된 데이터에 대해 제2 리드 솔로몬(RS)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RS 부호화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

터 처리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제2 RS 부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인터리빙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제2 RS 부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트렐리스 부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4.

제1,제2 서비스 데이터가 다중화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조하는 복조부;

상기 복조된 데이터에 대해 제1 리드 솔로몬(RS) 복호화를 수행하는 제1 복호부;

상기 복조된 데이터로부터 다중화 정보를 복원하는 다중화 정보 복원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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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원된 다중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 RS 복호화된 데이터부터 제1 서비스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리된 제1 서비

스 데이터에 대해 제2 리드 솔로몬(RS) 복호화를 수행하는 제2 복호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시

스템.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조된 데이터에 대해 트렐리스 복호화를 수행하는 트렐리스 복호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시스템.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조된 데이터에 대해 디인터리빙을 수행하는 디인터리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시스템.

청구항 27.

제1,제2 서비스 데이터가 다중화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복조하는 단계;

상기 복조된 데이터에 대해 제1 리드 솔로몬(RS)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복조된 데이터로부터 다중화 정보를 복원하는 단계; 및

상기 복원된 다중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 RS 복호화된 데이터부터 제1 서비스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리된 제1 서비

스 데이터에 대해 제2 리드 솔로몬(RS)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시스템

의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조된 데이터에 대해 트렐리스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처

리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조된 데이터에 대해 디인터리빙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

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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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데이터를 변조하여 송신하는 전송 시스템, 이를 수신하는 수신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위해 ATSC 8T-VSB 전송방식을 1995년 표준으로 채택하여 1998년 하반기부터 방송

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방식과 동일한 ATSC 8T-VSB 전송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여 1995년 5월 실험

방송을 시작하였고, 2000년 8월 31일 시험방송 체제로 전환되었다.

도 1은 기존의 ATSC 8T-VSB 송신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랜더마이저는 입력된 MPEG 영상/음향 데이터를 랜

덤하게 하고, 리드-솔로론 부호기는 데이터를 리드-솔로몬 부호화하여 20바이트의 패리티 부호를 첨가하며, 데이터 인터

리버는 데이터를 인터리빙하고, 트렐리스 부호기는 데이터를 바이트에서 심벌(Symbol)로 변환한 후 트렐리스(Trellis) 부

호화한다. 먹스에서는 심볼 열과 동기 신호들을 먹싱하며, 파일럿 삽입기에서는 파일럿 신호를 심볼 열에 추가하며, VSB

변조기에서는 심벌 열을 중간 주파수 대역의 8VSB 신호로 변조하며, RF 변환기에서는 중간 주파수 대역 신호를 RF 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안테나를 통해 전송한다.이러한 기존의 VSB관련하여 미국의 Zenith가 출원하여 미국에 등록된

USP5636251, USP5629958, USP5600677을 예로할 수 있다.

북미 및 국내에서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채택된 8T-VSB 전송방식은 MPEG 영상/음향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개발된 시스

템이다. 그러나 요즈음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터넷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서 디지털 가전과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이 하나의 큰 틀에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

송 채널을 통하여 영상/음향 데이터에 더하여 각종 부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부가 데이터 방송의 일부 이용자는 간단한 형태의 실내 안테나가 부착된 PC 카드 혹은 포터블 기기를 이용하여 부가데이

터방송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실내에서는 벽에 의한 차단과 근접이동체의 영향으로 신호 세기가 크게 감소하고 반

사파로 인한 고스트와 잡음의 영향으로 방송 수신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영상/음향데

이터와는 달리 부가 데이터 전송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오류율을 가져야 한다. 영상/음향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람의 눈과

귀가 감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오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부가데이터(예:프로그램 실행 파일,주식정보등)의 경우에

는 한 비트의 오류가 발생해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채널에서 발생하는 고스트와 잡음에 더 강한 시스템

의 개발이 필요하다.

부가 데이터의 전송은 통상 MPEG 영상/음향과 동일한 채널을 통해 시분할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방

송이 시작된 이후로 시장에는 이미 MPEG 영상/음향만 수신하는 ATSC VSB 디지털 방송 수신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MPEG 영상/음향과 동일한 채널로 전송되는 부가 데이터가 기존에 시장에 보급된 기존 ATSC VSB 전

용 수신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ATSC VSB 호환으로 정의하며, 부가데이터 방송 시스템

은 ATSC VSB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열악한 채널환경에서는 기존의 ATSC VSB수신 시스템의 수신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즉 시청자의 시청감을 저하시

킬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출원인은 관련특허를 기출원 한 바 있다 (출원번호:P00-83533출원

일:2000.12.28, 출원번호:P01-3304,출원일:2001,1.19).

이러한 시스템은 부가데이터와 MPEG데이터를 세그먼트단위로 다중화 할 때 다중화순서가 부가데이터 복호시 복호성능

을 좌우 할 수있다.즉 다중화순서에 따라 복호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부가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고 노이즈에 강한 새로

운 전송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부가데이터 심볼의 복호성능을 높이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가데이터 심볼의 복호성능 향상을 위한 전송 시스템 및 수신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 출원인이 기출원한 특허(P00-83533,2000.12.29)에 기재된 전송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가데이터 및 MPEG 데이터를 수신기에서의 복호성능이 뛰어나도록 다중화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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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제1경로를 통하여 입력되는 부가데이터 패킷들로 이루어진 세그먼트

와 제2경로를 통하여 입력되는 MPEG 트랜스포트 패킷들로 이루어진 세그먼트가 데이터 필드내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서 다중화되는 데 있다. 상기에서 다중화되는 부가데이터의 패킷의 수는 0에서 156개까지 가변적이다. 또한 데이터 필드

내에서 부가데이터와 MPEG데이터를 다중화할때 부가데이터의 다중화 위치를 알 수 있도록하는 다중화정보를 아울러 포

함할 수도 있다.또한 상기 다중화정보는 데이터필드내 필드동기신호가 있는 세그먼트의 예비영역(Reserved Area)에 위

치하고 현재 데이터필드에 다중화되는 부가데이터 패킷수와 앞으로 그수가 변경되기까지의 필드갯수 및 변경될 부가데이

터 패킷의수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다중화정보는 12비트씩 반전된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서 수신측에서 NTSC신호간섭이

있는 경우에도 다중화정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도1 내지 도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들을 설명한다. 먼저 도1a,1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부가데이터 송

신 시스템을 설명한다. 도1a,1b는 본 출원인이 기 출원한 특허(P00-83533,2000.12.29)와 구성이 동일하다. 즉 도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경로를 통하여 방송국에서 채널(공중,또는 케이블)을 통하여 수신기에 부가데이터를 전송하기위해

몇가지 부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먼저 오류정정을 위해 리드 솔로몬 부호기(R-S 부호기)에서 부호화 한다. 부호화된 부가

데이터에 대해 버스트잡음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인터리빙과정을 수행한다. 여기서 인터리버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이렇게 인터리빙된 또는 리드 솔로몬 부호화된 부가데이터에 대해 미리 트렐리스부호기(미도시)의 입력단에 결

정된 시컨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널 시퀸스 삽입부에서 널 시퀸스를 삽입한다. 널 시퀸스를 삽입하는 이유는 열악한 채널환

경에서도 수신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널 시퀸스 가 삽입된 부가데이터는 기존VSB 수신기와의 호환성을 위하여

MPEG헤더가 부가된 후 다중화부로 입력이 된다.또한 제2경로로 방송프로그램(예:영화,스포츠,오락,드라마등) 데이터는

MPEG부호화 과정을 거처 다중화부로 입력이 된다. 다중화부(예:먹스)는 제1,2경로를 통하여 입력되는 부가데이터 및

MPEG데이터를 제어부의 (미도시) 제어동작에 따라 데이터를 VSB송신시스템으로 출력한다. 이렇게 다중화된 데이터에

대해 VSB송신시스템은 종래의 방법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처리하여 채널을 통하여 수신기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또한 164 바이트의 부가 데이터 패킷이 리드-솔로몬 부호화되어 184 바이트의 패킷으로 변환되고, 이것이 인터리빙되어

순서가 바뀐 후에, 널 시퀀스가 삽입되어 2 개의 184 바이트 패킷이 출력되며, 각각의 패킷에 3 바이트의 MPEG 트랜스포

트 헤더가 추가되어 2개의 187 바이트의 패킷이 출력된다. 이렇게 생성된 2 개의 패킷은 각각 VSB 시스템의 세그먼트 단

위로 MPEG 트랜스포트 패킷과 다중화되어 전송된다.

부가 데이터 패킷과 MPEG 트랜스포트 패킷의 다중화는 VSB 데이터 필드 내에서 세그먼트 단위로 시분할로 실시된다. 하

나의 세그먼트는 187 바이트로 구성되며, 데이터 필드는 312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된다.

세그먼트 단위로 다중화된 패킷들은 VSB 송신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게 되는데,데이터 인터리버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 데이터 바이트는 바이트-심볼의 변환을 거친후 트렐리스 부호기에 입력된다. 따라서 한 패킷의

심볼들이 연속적으로 트렐리스 부호기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패킷의 심볼들이 섞여서 트렐리스 부호기에 입

력되게 된다. 디지털 VSB 수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트렐리스 복호기와 슬라이서 예측기는 모두 비터비(Viterbi) 알고리

듬을 사용하는데, 이 알고리듬은 트렐리스 부호기의 시간에 따른 상태천이, 즉 경로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경로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이다.

비터비알고리듬의 ACS(Accumulate/Compare/Select)부에서는 각 상태에 대하여,올 수 있는 모든 경로의 메트릭을 계산

하여 이 중에서 값이 가장 작은(확률이 가장높은) 경로를 선택하여 그 메트릭 값을 저장한다. 이때 계산되는 경로 메트릭은

그 경로에 해당하는 이전 시간의 경로 메트릭과 브랜치 메트릭을 더한 값이다.따라서 이전 심볼까지 계산된 경로 메트릭이

그 이후의 심볼에 영향을 준다.

이상은 본 출원인이 기출원한 특허(P00-83533,2000,12,29)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따라서 상기 특허를 보면 송신시스

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것이다.

또한 출원인이 기출원한 특허(P00-83533,2000.12.29)에서는 부가데이터 심볼에 미리 정의된 시퀸스를 삽입하여 수신기

측으로 송신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MPEG전송데이터 심볼에는 미리정의된 시퀸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MPEG 트랜스포트 심볼 구간에서는 누적된 경로 메트릭의 신뢰도가 부가 데이터 심볼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MPEG 트랜스포트 심볼과 부가 데이터 심볼이 섞여서 오는 경우에 앞에 있는 MPEG 트랜스포트 심볼이 뒤에 오는 부가데

이터 심볼에 영향을 주어 부가 데이터 심볼의 대한 복호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몇 심볼 이내이

기 때문에, 경계부근에 있는 부가 데이터심볼의 복호 성능과 어느 정도 이후의 부가 데이터 심볼의 복호 성능(오류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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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부가 데이터 심볼 중에서도, MPEG 트랜스포트 심볼 구간과 부가 데이터 심볼 구간의 경계에 있

는 부가 데이터 심볼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다.따라서 부가 데이터 심볼의 복호 성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부가 데이

터 심볼이 최대한 많이 연속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MPEG 트랜스포트 심볼 구간과 부가 데

이터 심볼 구간의 경계가 적어야 한다. 이것은 다중화와 인터리버 그리고 트렐리스 부호기와 관계가 있다.

도2는 다중화의 한 예로서 부가데이터의 심볼의 복호성능이 좋지않을 경우를 나타낸것이다.도면 왼쪽 그림은 데이터의 필

드를 2개의 부가 데이터 세그먼트와 6개의 MPEG트랜스포트 세그먼트의 형태로 다중화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

른쪽 그림은 이 경우에 데이터 인터리버에서의 처음 52 바이트와 다음 52 바이트의 출력이 12개의트렐리스 부호기에 입력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 도면에서 각 칼럼(column)은 각 트렐리스 부호기의 입력을 나타낸 것이다.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선다중화 패턴이 12 바이트 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트렐리스 부호기에 부가데이터 바이트가 몰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3 내지 도4는 다중화의 가장 바람직한 예로서 1:3의 경우와 1:1의 다중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다중화의 기본

원리는 아래의 식들과 같이 부가데이터 패킷수(P값)를 기준으로 해서 다중화 방법을 제공한다.

즉 다중화패턴의 주기를 4 세그먼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부가 데이터의 복호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1개의 부가 데

이터 패킷은 2 세그먼트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필드에는 부가 데이터 패킷을 0 개에서 156(=312/2) 개 까지 다중화할 수

가 있다.다음은 부가 데이터 패킷의 수에 따른 다중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수식에서 P 는 한 데이터 필드 내에 다중화되

는 부가 데이터 패킷의 개수를 의미하고, MAP 은 필드 내에서 부가 데이터가 다중화되는 위치를 가리키는 집합이다. P의

값을 네 가지범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다중화 하는데, 집합의 원소 s는 필드 동기 신호 다음에 필드 내의 세그먼트 위치

를 가리킨다. P 값이 정해지면 MAP 이 정해지고, MAP에 있는s의 순서대로 부가 데이터 세그먼트를 다중화한다.

0 <= P <= 39 : MAP = {s | s = 4i+1, i=0,1,...,2P-1}, (1 <= s <= 312)

40 <= P <= 78 : MAP = {s | s = 4i+1, i=0,1,...,77} U

{s | s = 4i+3, i=0,1,...,2P-79}

79 <= P <= 117 : MAP = {s | s = 4i+1, i=0,1,...,77} U

{s | s = 4i+3, i=0,1,...,77} U

{s | s = 4i+2, i=0,1,...,2P-157}

118 <= P <= 156 : MAP = {s | s = 4i+1, i=0,1,...,77} U

{s | s = 4i+3, i=0,1,...,77} U

{s | s = 4i+2, i=0,1,...,77} U

{s | s = 4i+4, i=0,1,...,2P-235}

도3은 1:3다중화시 다중화방법을 나타낸것으로 상기식에서 적용된 것은 P가 0 <= P <= 39 일 경우이다. 또한 도4는 1:1

다중화시 다중화 방법을 나타낸것으로 상기식에서 적용된것은 P가 40 <= P <= 78 일 경우이다.

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여 다중화되는 데이터들은 도5에 도시된 데이터 인터리버와 도6에 도시된 트렐리스 부호기에 의해

처리되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부가데이터 심볼의 복호성능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모여서 전송이 된다.

이하 도5 내지 도7을 참조하여 1:3다중화의 경우를 예로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5는 8VSB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인터리

버를 나타낸 것으로 브랜치 갯수 B=52이고,단위 매모리 바이트수 M=4인 길쌈인터리버이다. 인터리버는 데이터필드의 첫

번째 바이트에 동기를 맞추어 동작한다.먼저 첫번째바이트가 입력이되면 제1브렌치를 통하여 바로 출력이되고 두번째 바

이트는 제2브렌치를 통하여 입력되고 이것에 비해 52X4바이트 이전의 값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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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은 상기 도5에서 나타낸 데이터 인터리버의 입력과 출력순서를 도시한것이다. 데이터 입력은 세그먼트 단위로 위에서

아래로 입력되며, 세그먼트내의 바이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입력된다. 도면 위의 숫자는 인터리버의

출력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필드 동기 신호 다음에 데이터 필드의 첫번째 바이트는 브랜치 1로 입력되어 바로 출력된다.

그것이 도6의 숫자 1에 해당한다. 다음 입력 바이트는 브랜치 2 입력되고 출력은 입력 바이트에 비해 52 x 4 = 208 바이트

이전의 바이트가 출력된다. 따라서 도6에서 숫자 2에 해당하는 바이트가 출력된다. 그 다음 바이트가 입력되면 입력 바이

트에 비해 52 x 8 = 416 바이트 이전의 바이트가 출력된다. 따라서 숫자 3에 해당하는 바이트가 출력된다. 이런 방식으로

52개의 바이트가 도7에 나타낸 트렐리스 부호기의 도시된 순서대로 출력되며, 53 번째 입력된 바이트는 브랜치 1로 입력

되어 바로 출력된다. 인터리버는 52세그먼트 깊이로 동작하고 있는데 인터리버의 52바이트 줄력은 12바이트씩 트렐리스

부호기로 입력되고 4번의 주기를 수행한 후(12바이트X4주기=48)에는 4바이트가 남게 되는데 남은 4바이트는 그다음에

입력되는 52바이트 출력의 앞쪽 8바이트와 함께 12개의 트렐리스 부호기에 입력이된다.

도7은 8VSB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트렐리스 부호기의 상세도를 나타낸것으로 도면을 보면 12개의 트렐리스 부호기를 다

중화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인터리버로부터 출력된 12개의 바이트가 입력되면 한 바이트씩 12개의 트렐리스

부호기에 입력된다. 이때 각바이트는 4개의 심볼(2 비트)로 변환되어 트렐리스 부호화가 수행되고, 각 트렐리스부호기의

출력은 한 심볼씩 다중화되어 출력된다.

도8은 8VSB시스템에서 필드내에 존재하는 필드동기신호의 세그먼트 구성을 나타낸것으로 수신기가 필드동기세그먼트에

존재하는 다중화정보를 검출하여 올바른 복호화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중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부가 데이터 패킷의 개수 P(0~156)의 값이 정해지면 다중화 위치가 결정되므로, 송신기에서는 P 값만을 전송해

주면된다. 한편 송신측에서 전송 도중에라도 다중화하는 부가 데이터의 양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P 값이

바뀌기까지의 데이터 필드의 개수와 바뀔 P 값을 전송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신기에서는 P값이 바뀌더라도 오류없

이 수신할 수가 있다.

다중화 정보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는 필드 동기 신호 내에 있는 예비영역(Reserved Area)을 사용한다.도면에서 보듯이

전체 832 심볼 중에서 92 심볼이 예비(reserved)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화 정보를전송하는 실시 예로써 다음과 같

은 예를 들 수 있다. 현재 P값 8비트와 앞으로 바뀔P값 8비트 그리고 바뀌기까지의 필드 개수 8비트 총 24 비트를 전송하

는 것이다. 여기서 바뀌기까지의 필드 개수가 0이라면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존의 NTSC의 간섭으로 인해서 수신기에서 콤(comb) 필터 수행하는 경우에도 다중화 정보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 비트씩 나누어 반전된 정보를함께 전송한다. 예를 들어 도8과 같이 총 24 비트를 12 비트씩 둘로 나누고

각각의 반전된 12 비트를 함께 전송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전은 bit-wise inverse를 의미한다. 다중화 정보를 열악한 채널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필드 동기신호 다음의 첫번째 부가 데이터 세그먼트에 위에서 언급한 다중

화 정보를 포함하여전송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물론 필드 동기 신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다중화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도9는 8VSB의 수신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9의 특징부는 다중화 복원부로서 입력되는 비트스트림내에 포함된

다중화 정보를 검출하여 디먹스에서 부가데이터 및 MPEG 패킷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한다.한편 필

드동기신호에서 복원한 다중화 정보를 가지고 부가 데이터를 복호하고, 그 안에 포함된 다중화 정보를 비교하여 보다 안정

적인 다중화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가데이터일 경우에는 리드솔로몬 복호화를 하지않고 바이패스할수

있도록하는 제어신호 아울러 출력한다.이러한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본 출원인이 기출원한 특

허(출원번호: P01-3304,2001.1.19)와 동일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채널을 통하여 부가데이터를 송신할때 오류에 강하고 또

한 기존의 수신기와도 호환성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기존의 시스템보다 고스트와 잡음이 심한 채널에서도 부가데이터를

오류없이 수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또한 부가데이터 및 MPEG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의해 먹싱해줌으로서 수신기에서

부가데이터에 대한 복호화 성능이 향상되는 잇점이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과 같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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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는 부가데이터 전송을위한 8VSB 송신시스템

도1b는 8VSB 송신 시스템

도2는 복호성능이 좋지 않을 경우 데이터 필드의 구성도

도3은 본 발명의 1:3 다중화의 경우 데이터필드 구성도

도4는 본 발명의 1:1 다중화의 경우 데이터필드 구성도

도5는 본 발명의 1:3 다중화의 경우 데이터 인터리버의 구성도

도6은 도5의 데이터 인터리버의 데이터 입출력도

도7은 본 발명의 1:3다중화의 경우 트렐리스 부호기의 구성도

도8은 본 발명의 데이터필드 내에 존재하는 필드동기구간의 세그먼트 구성도

도9는 본 발명의 8VSB 수신 시스템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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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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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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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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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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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등록특허 10-0674422

- 17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7
 발명의 상세한 설명 7
  발명의 목적 7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8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8
  발명의 구성 9
  발명의 효과 1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2
도면 12
 도면1a 12
 도면1b 13
 도면2 13
 도면3 14
 도면4 14
 도면5 15
 도면6 15
 도면7 16
 도면8 16
 도면9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