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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와 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메인 서비스 신호를 입력받아 길쌈 부호화하고 시간 인터리빙하며 블록 어셈블링하는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

부와, 서브 서비스 신호를 입력받아 길쌈 부호화하고 인터리빙하는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와,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와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에서 데이터 워드를 만들고 상기 데이터 워

드를 QAM 심볼에 할당하는 QAM mapper와, 상기 QAM mapper에서 출력된 신호를 주파수 인터리빙하고 차등 부호화하

며 OFDM 변조하는 서비스 신호 변조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를 제공

한다.

따라서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 채널수와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비트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송신기, 수신기, QAM, 부호화, 복호화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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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중 길쌈 부호화기의 일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0 :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 320 :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

321 : 길쌈 부호화기 323 : 인터리빙부

330 : QAM mapper 340 : 서비스 신호 변조부

343 : MSB 차등 부호화기 401, 403 : 딜레이 소자

510 : 서비스 신호 복조부 520 : QAM demapper

530 : 메인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 540 : 서브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

541 : 역인터리빙부 543 : 길쌈 복호화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와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

템의 데이터 전송률 향상을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와 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에도 영향을 주어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도래를 앞당겼다. 또한 기존의 음

성 라디오 서비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포괄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이 가능해졌

다.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은 전송 채널상의 잡음과 왜곡에 강인하고, 전송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

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은 지상파 라디오 표준으로 채택된 Eureka-147 디지털 라디오 방송(DAB)에 기반하고 있

다.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시스템 구조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채널을 메인 서비스 채널(Main Service

Channel; 'MSC')이라 한다.

도 1을 참조하여,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라디오 방송(DAB) 서비스는 소스 부호화기(101)로 부호화된 후, 에너지 확산기(102)를 거쳐 신호의 에너지가 분

산된다. 길쌈 부호화기(105)는 채널의 랜덤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부호화하며, 시간 인터리빙부(107)는 데이터를 시간

적으로 분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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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서비스는 별도의 A/V 소스 부호화기(111)로 부호화하며, 채널상의 연집 오류에 강한 RS

부호화기(113)와 길쌈 인터리빙부(115) 구조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후에는 기존의 DAB 시스템과 동일하게 에너지 확산

기(117), 길쌈 부호화기(119), 시간 인터리빙부(121)을 거친다.

상기 두 서비스 데이터는 서비스 MUX(123)을 거쳐 한 개의 스트림으로 섞이고, 이를 블록 어셈블러(125)가 OFDM 심볼

단위로 구분한다. QPSK mapper(127)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신호로 변환시키

고, 주파수 인터리빙부(129)는 상기 QSPK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분산시킨다. 차등 부호화기(131)는 인접한 두 OFDM

심볼 내 QSPK 신호를 차등적으로 부호화하며, 최종적으로 OFDM 변조기(133)를 통해 기저대역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

송(DMB) 신호로 변환된다.

도 2를 참조하여,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는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기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신되어 동기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신호는 OFDM 복조기(201)를 거쳐 주파수 영역 신호로 복원되고, 차등복

호화기(203)는 인접한 두개의 OFDM 심볼로부터 전송된 QPSK 신호를 복원해낸다. 주파수 역인터리빙부(205)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에서 분산된 QPSK 심볼들을 원래의 위치로 복원하고, QPSK demapper(207)은 QPSK 심볼을 데

이터 스트림으로 변환시키고, 블록 역어셈블러(209)는 OFDM 심볼 단위로 구분된 데이터를 원래의 스트림으로 복원시킨

다.

상기 블록 역어셈블러(209)에서 출력된 신호는 서비스 디먹스(DEMUX)(210)에 입력되어 송신기에서 멀티플렉싱된 신호

를 DAB 서비스 신호와 DMB 서비스 신호로 디멀티플렉싱 된다.

상기 서비스 디먹스(DEMUX)(210)에서 출력된 DAB 서비스 신호는 시간 역인터리빙부(211)에서 시간 영역에서 분산된

데이터를 원래의 순서대로 복원시키고, 길쌈 복호화기(213)에서 채널의 랜덤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길쌈 부호화한 것을

복호하고, 에너지 수집기(215)에서 분산된 신호의 에너지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며, 소스 복호화기(217)에서 소스 복호화

되면 디지털 라디오 방송(DAB)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반해 상기 서비스 디먹스(DEMUX)(210)에서 출력된 DMB 서비스 신호는 시간 역인터리빙부(221)에서 시간 영역에

서 분산된 데이터를 원래의 순서대로 복원시키고, 길쌈 복호화기(223)에서 채널의 랜덤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길쌈 부호

화한 것을 복호하고, 에너지 수집기(225)에서 분산된 신호의 에너지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며, 길쌈 역인터이빙부(227)에서

길쌈 역인터리빙하고, RS 복호화기(229)에서 RS 복호화하며, 최종적으로 AV 소스 복호화기(231)에서 AV 소스 복호하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와 수신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디지털 라디오 방송(DAB) 시스템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데이터 전송률이 약 1.8Mbps 정도가 최대가 된다. 이러한

전송률은 근래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채널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등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하지 못

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시스

템과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와 수신기를 제공하는 것

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메인 서비스 신호를 입력받아 길쌈 부호화하고 시간 인터리빙하며 블록 어셈블링

하는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와, 서브 서비스 신호를 입력받아 길쌈 부호화하고 인터리빙하는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

부와,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와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에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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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를 만들고 상기 데이터 워드를 QAM 심볼에 할당하는 QAM mapper와, 상기 QAM mapper에서 출력된 신호를 주파

수 인터리빙하고 차등 부호화하며 OFDM 변조하는 서비스 신호 변조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수신된 이동형 방송 서비스 신호를 OFDM 복조하고 차등 복호하며 주파수 역인터리빙하는 서비스 신호 복

조부와, 상기 복조된 신호에 대해 QAM 디매핑을 수행하여 메인 서비스 데이터와 서브 서비스 데이트를 분리하는 QAM

demapper와, 상기 메인 서비스 데이터를 입력받아 블록 어셈블링하고 시간 역인터리빙하며 길쌈 복호하는 메인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와, 상기 서브 서비스 데이트를 입력받아 역인터리빙하고 길쌈 복호하는 서브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를 포함

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는 서브 서비스 신호를 길쌈 부호화하는 길쌈 부호화기와, 상기 길쌈 부호화된 데

이터 열을 분산시키는 인터리빙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 채널수

와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비트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상기의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의 일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는 메인 서비스 신호를 입력받아 길쌈 부호화하고 시간 인터리빙하며 블록 어셈

블링하는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10)와, 서브 서비스 신호를 입력받아 길쌈 부호화하고 인터리빙하는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20)와,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10)에서 출력된 신호와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20)에

서 출력된 신호에서 데이터 워드를 만들고 상기 데이터 워드를 QAM 심볼에 할당하는 QAM mapper(330)와, 상기 QAM

mapper(330)에서 출력된 신호를 주파수 인터리빙하고 차등 부호화하며 OFDM 변조하는 서비스 신호 변조부(340)를 포

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10)는 길쌈 부호화기(311), 시간 인터리빙부(313), 블록 어셈블러(315)로 구성된다.

상기 길쌈 부호화기(311)는 종래 길쌈 부호화기(119)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바, 메인 서비스 신호를 채널의 랜덤 오류를 정

정할 수 있도록 길쌈 부호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상기 시간 인터리빙부(313)는 종래 시간 인터리빙부(121)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바, 상기 길쌈 부호화기(311)에서 길

쌈 부호화된 신호를 시간 적으로 분산시킨다. 상기 시간 인터리빙부(313)도 상기 길쌈 부호화기(311)와 같이 메인 서비스

신호를 채널의 랜덤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상기 블록 어셈블러(315)는 종래 블록 어셈블러(125)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바, 상기 시간 인터리빙부(313)에서 분

산된 신호를 OFDM 심볼 단위로 블록 어셈블링하는 부분이다.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20)는 길쌈 부호화기(321), 인터리빙부(323)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길쌈 부호화기(321)는 상기 길쌈 부호화기(311)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본 발명에서는 서브 서비스 신호를 채

널의 랜덤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길쌈 부호화하는 기능을 한다.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중 길쌈 부호화기(321)의 일실시 예를 설명한다.

도 4에서 Si를 입력 신호라 하고 X1, X2를 출력 신호라 한다, 이때 상기 X1은 원래 정보를 가진 출력 신호이고, X2는 부가

적인 정보를 가진 출력 신호이다.

또한 상기 길쌈 부호화기(321)에서는 딜레이 소자인 D(401, 403)를 두개 가지고 있다. 상기 D(401, 403)는 입력된 신호를

딜레이 하여 저장하는 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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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길쌈 부호화기(321)의 동작을 설명하면, 먼저 상기 길쌈 부호화기(321)로 입력 신호 Si가 입력되면, 원 정보를 가진

신호인 상기 X1은 출력되고, 다른 한편으로 연산자에 의해 입력 신호가 D(403)에 저장된 신호와 연산하여 D(401)에 저장

되고, 상기 D(401)에 저장되어 있던 이전 신호는 상기 D(401)에서 출력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가진 출력 신호 X2가 출력된

다. 그리고 상기 D(401)에 저장되어 있다가 출력하는 이전 신호는 다시 상기 D(403)에 저장된다.

상기에서 일실시 예로 보여준 길쌈 부호화기는 구현이 간단하면서도 채널 오류 능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진 구조이다.

따라서 상기 길쌈 부호화기(321)는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상기 도 4에서는 일실시 예를 나타낸 것이며, 서비스가

고 품질인지 저 품질인지 등의 서비스의 종류와 전송 채널의 특성에 따라 상기 길쌈 부호화기(321)는 결정되어질 수 있다.

상기 인터리빙부(323)는 상기 길쌈 부호화기(321)에서 길쌈 부호화된 데이터 열을 분산시키는 부분이다.

본 발명에서는 메인 서비스 신호를 부호화하는 길쌈 부호화기(311)와 시간 인터리빙부(313)와 독립적으로 서브 서비스 신

호를 부호화하는 길쌈 부호화기(321)와 인터리빙부(323)를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10)에서 출력된 신호와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20)에서 출력된 신호

를 입력받는 부분은 QAM mapper(330)이다.

상기 QAM mapper(330)는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10)에서 출력된 신호를 상위 비트로,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20)에서 출력된 신호를 하위 비트로 하여 데이터 워드를 만들고 상기 데이터 워드를 QAM 심볼에 할당하는 곳

이다.

이때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10)에서 출력된 신호인 상위 비트는 출력 2비트를 MSB(Most Significant Bit)로

하고, 데이터 전송률 확보를 위해 추가된 신호인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20)에서 출력된 신호의 출력 n비트를

LSB(Least Significant Bit)로 삼아 데이터 워드를 만들고 상기 데이터 워드를 QAM 심볼에 할당한다.

또한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20)에서 출력된 신호의 출력 n비트는 서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변경되는 비트인

데 적어도 2비트 이상이다.

따라서 QAM mapper(330)에 의해 매핑된 신호 성상도 내에서 심볼이 위치하는 사분면은 메인 서비스 신호가 결정하고,

각 사분면 내에 미세한 위치는 서브 서비스 신호가 결정하게 된다.

상기 서비스 신호 변조부(340)는, 주파수 인터리빙부(341), MSB 차등 부호화기(343), OFDM 변조기(345)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주파수 인터리빙부(341)는 상기 QAM mapper(330)에서 출력된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분산시키는 부분이다.

그리고 상기 MSB 차등 부호화기(343)는 상기 주파수 인터리빙부(341)에서 분산된 신호의 상위 비트만을 차등 부호화 하

는데 상기 QAM 심볼에 할당된 MSB 2비트만을 차등 부호화하여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OFDM 변조기(345)는 상기 MSB 차등 부호화기(343)에서 차등 부호화된 신호를 OFDM 변조하는데 상기

OFDM 변조기(345)를 거치면 최종적인 기저 대역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가 발생한다.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320)의 길쌈 부호화기(321)와 상기 QAM mapper(330)는 서브 서비스의 종류와 전송 채

널의 특성에 따라 선택 되어진다. 이는 본 발명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는 상기 길쌈 부호화기(321)와 상기

QAM mapper(330)의 구조에 따라 데이터가 추가된 서브 서비스의 전송률이 결정된다.

따라서 채널 상황이 좋거나 낮은 오류율을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경우, 상기 길쌈 부호화기(321)의 부호화 이득을 줄이

고 확장된 신호 성상도를 갖는 QAM 심볼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데이터 전송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때, MSB 차등 부호화기(343)는 메인 서비스 신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차등 부호화하므로, 종래 디지털 멀티미디

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수신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성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추가된 서브 서비스는 추가적으로 길

쌈 부호화기(321)와 인터리빙부(323) 거쳐서 오류 정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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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를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는 수신된 이동형 방송 서비스 신호를 OFDM 복조하고 차등 복호하며 주파

수 역인터리빙하는 서비스 신호 복조부(510)와, 상기 복조된 신호에 대해 QAM 디매핑을 수행하여 메인 서비스 데이터와

서브 서비스 데이터를 분리하는 QAM demapper(520)와, 상기 메인 서비스 데이터를 입력받아 블록 어셈블링하고 시간

역인터리빙하며 길쌈 복호하는 메인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530)와, 상기 서브 서비스 데이트를 입력받아 역인터리빙하고

길쌈 복호하는 서브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5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서비스 신호 복조부(510)는 OFDM 복조기(511), 차등 부호화기(513), 주파수 역인터리빙부(515)로 구성된다.

상기 OFDM 복조기(511)는 수신되어 동기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OFDM 복조하는 부이고, 상기 차등 부호화

기(513)는 인접한 두개의 OFDM 심볼로부터 전송된 QPSK 신호를 복원해내는 부이고, 상기 주파수 역인터리빙부(515)는

분산된 QPSK 심볼들을 원래의 위치로 복원하는 부이다.

그리고 상기 QAM demapper(520)는 상기 서비스 신호 복조부(510)의 출력을 입력받아 QAM 심볼을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시켜서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530)로는 메인 서비스 데이터인 MSB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540)로는 서브 서비스 데이터인 LSB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때 추가된 서브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상기 QAM demapper(520)이 좀더 미세한 신호 성상도를 갖는 QAM 심볼로

분석하여, 심볼에 실린 데이터 워드로부터 상위 2비트를 제외한 하위 비트들만을 출력 데이터 비트열로 내보낸다.

상기 QAM demapper(520)에서 출력된 메인 서비스 데이터인 MSB 데이터를 입력받은 메인 서비스 신호 복호화(530)부

는 블록 역어셈블러(531), 시간 역인터리빙부(533), 길쌈 복호화기(535)로 구성된다.

상기 블록 역어셈블러(531)는 상기 QAM demapper(520)에서 심볼 단위로 구분되어 입력된 메인 서비스 데이터를 원래

의 스트림으로 복원하는 부이고, 상기 시간 역인터리빙부(533)는 상기 블록 역어셈블러(531)에서 역어셈블링된 데이터에

대해 역인터리빙을 수행하여 원래의 순서대로 복원하는 부이고, 상기 길쌈 복호화기(535)는 상기 시간 역인터리빙부(533)

에서 역인터리빙된 데이터에 대해 길쌈 복호화하여 채널 오류를 정정하는 부이다.

그리고 상기 QAM demapper(520)에서 출력된 서브 서비스 데이터인 LSB 데이터를 입력받은 서브 서비스 신호 복호화

(540)부는 역인터리빙부(541), 길쌈 복호화기(543)로 구성된다.

상기 역인터리빙부(541)는 상기 QAM demapper(520)에서 입력된 서브 서비스 데이터에 대해 역인터리빙을 수행하여 원

래의 순서대로 복원하는 부이고, 상기 길쌈 복호화기(543)는 길쌈 복호화하여 채널 오류를 정정하는 부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추가적인 오류정정 강화 부호화 방식이 사용되었다면, 도 2에 나타난 대로, 상기 길쌈 부호화기(543)의

출력은 다시 길쌈 역인터리빙부(219)와 RS 복호화기(221)의 과정을 거쳐 전송된 서비스 데이터로 복원될 수 있다.

도 5에서 제안한 것처럼 데이터 전송률이 강화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은 종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

만으로도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신호를 복원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수신하도록

설계된 본 발명인 새로운 수신기에서는 별도의 데이터 처리를 통해 높은 비트율을 갖는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을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한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지 자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와 수신기의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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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멀티미디어 서비스 채널수와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비트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킬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인 서비스 신호를 입력받아 길쌈 부호화하고 시간 인터리빙하며 블록 어셈블링하는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와,

서브 서비스 신호를 입력받아 길쌈 부호화하고 인터리빙하는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와,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와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에서 데이터 워드를

만들고 상기 데이터 워드를 QAM 심볼에 할당하는 QAM mapper와,

상기 QAM mapper에서 출력된 신호를 주파수 인터리빙하고 차등 부호화하며 OFDM 변조하는 서비스 신호 변조부를 포

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는,

메인 서비스 신호를 길쌈 부호화하는 길쌈 부호화기와, 상기 길쌈 부호화된 데이터 열을 분산시키는 시간 인터리빙부와,

상기 분산된 신호를 블록 어셈블링하는 블록 어셈블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는,

서브 서비스 신호를 길쌈 부호화하는 길쌈 부호화기와, 상기 길쌈 부호화된 데이터 열을 분산시키는 인터리빙부를 포함하

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QAM mapper는,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를 상위 비트로,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를 하

위 비트로 하여 데이터 워드를 만들고 상기 데이터 워드를 QAM 심볼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는 2비트이며,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에서 출력된 신호는 적어

도 2비트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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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신호 변조부는,

상기 QAM mapper에서 출력된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분산시키는 주파수 인터리빙부와, 상기 분산된 신호의 상위 비트

만을 차등 부호화 하는 차등 부호화기와, 상기 차등 부호화된 신호를 OFDM 변조하는 OFDM 변조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의 길쌈 부호화기와 상기 QAM mapper는 서브 서비스의 종류와 전송 채널의 특성에 따라

선택 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서비스 신호 부호화부의 길쌈 부호화기와 상기 QAM mapper의 구조에 따라 서브 서비스 신호의 전송률이 결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기.

청구항 9.

수신된 이동형 방송 서비스 신호를 OFDM 복조하고 차등 복호하며 주파수 역인터리빙하는 서비스 신호 복조부와,

상기 복조된 신호에 대해 QAM 디매핑을 수행하여 메인 서비스 데이터와 서브 서비스 데이트를 분리하는 QAM demapper

와,

상기 메인 서비스 데이터를 입력받아 블록 어셈블링하고 시간 역인터리빙하며 길쌈 복호하는 메인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

와,

상기 서브 서비스 데이트를 입력받아 역인터리빙하고 길쌈 복호하는 서브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메인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는,

상기 QAM demapper에서 심볼 단위로 구분되어 입력된 메인 서비스 데이터를 원래의 스트림으로 복원하는 블록 역어셈

블러와, 상기 역어셈블링된 데이터에 대해 역이터리빙을 수행하여 원래의 순서대로 복원하는 시간 역인터리빙부와, 상기

역인터리빙된 데이터에 대해 길쌈 복호화하여 채널 오류를 정정하는 길쌈 복호화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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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서브 서비스 신호 복호화부는,

상기 QAM demapper에서 입력된 서브 서비스 데이터에 대해 역이터리빙을 수행하여 원래의 순서대로 복원하는 역인터리

빙부와, 길쌈 복호화하여 채널 오류를 정정하는 길쌈 복호화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멀티미디

어 방송 수신기.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6-0072573

- 9 -



도면2

공개특허 10-2006-0072573

- 10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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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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