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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과 그 다중화장치 및 분리장치와,에러정정 부호화장치 및 복호장치

요약

송신측의 다중화부에서, 각 신호처리부로부터의 정보량을 추정하고, 각 정보량에 기초하여 다중화 코드를 결정하며, 결정

된 제1다중화 코드의 패리티를 취해, 이를 제2다중화 코드로 하고, 각 다중화 코드에 각각 CRC를 부가하여 2개의 헤더

(H1,H2)를 작성하며, 다중화 코드에 합쳐 각 미디어의 정보데이터를 취출하고, 2개의 헤더(H1,H2)와 합쳐 패킷에 짜넣어

출력한다. 수신측에서는 H1의 에러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헤더(H2)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복호하고, H2의 에러정정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H1, H2를 합쳐 에러정정 복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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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임의의 정보량을 갖는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무선 다중화 전송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데

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과 그 다중화장치 및 분리장치에 관한 것이고, 또한 이 시스템에 적용한 경우에 적합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 및 복호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주지한 바와 같이, 무선 멀티미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상데이터, 음성데이터, 부가데이터 등의 미디어정보를 다중화

하여 전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동통신단말 등을 이용하여 이들의 정보를 주고받을 경우에는 멀티패스·페이딩(multi-

path fading) 환경 등의 열악한 환경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멀티미디어 다중화에 관한 방식으로, ITU-T 권고 H.223이 표준화 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전화망에서 패킷 다

중형의 멀티미디어 다중을 실현하는 것이다. H.223의 예를 도 13a에 나타냈다. 도 13a에 있어서, LCN은 논리채널

(Logical Channel), AL은 어댑테이션·레이어(Adaptation Layer), PM은 패킷 마커(Packet Marker), MUX는 다중화

(Multiplexing)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1MUX패킷은 헤더(header)를 선두에 배치하고, 이어서 음성 4바이트(LCN1), 데이터 1바이트(LCN2), 화상

(영상) 2바이트(LCN3), 데이터 1바이트(LCN2) 및 화상 2바이트(LCN3)를 차례로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도

13a의 예에서는 화상데이터가 MUX패킷의 도중에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LCN3은 2바이트의 지점에 1바이트만이

수용된다. 이는 다음의 패킷 헤더내의 PM비트를 "1"로서 나타낸다.

헤더의 포맷을 도 13b에 나타냈다. 도 13b에 있어서, 4비트의 MC(Multiplex Code: 다중화 코드)필드에서 다중화 테이블

의 엔트리(entry)를 참조함으로써, 정보필드의 각 바이트가 어느 미디어 정보인가를 지정한다. 3비트의 HEC(Header

Error Control: 헤더 에러제어)필드는 3비트 CRC에 의한 MC필드의 에러검출기능을 제공한다(상세화에 대해서는, 예컨

대 ITU-T Draft recommendation H.223 참조).

그런데, H.223은 상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전송품질이 좋은 기존의 전화망에서 패킷 다중형의 멀티미디어 다중을 실현하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헤더를 3비트의 CRC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에서는, 전송로 상태가 페이딩 등에 의해 열악해지는 상황에 있다. 이 때문에, H.223을 그

대로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에 적용하면, 3비트정도의 CRC에서는 대응할 수 없고, 헤더의 에러가 빈번하게 일어나 수신측

에서 다중화 테이블의 내용을 읽을 수 없게 되버려 MUX패킷의 폐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도 13a의 예에서도 나타낸 바와 같이 MUX패킷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각 미디어 정보의 정보량에 따라 변

화한다. 이와 같은 가변길이의 패킷을 열악한 무선전송로를 통해 전송하면, 수신측에서 패킷의 동기를 달성할 수 없거나

패킷의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MUX패킷의 폐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편, 화상이나 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수용하는 페이로드(payload)에 대해서도, 무선전송로가 열악한 상태로 되면, 헤

더 정보의 수신결과에 관계없이 올바르게 복호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종래에는 화상이나 음성, 데이터의 각 정보를 각각

컨벌루션(convolution) 부호화 함으로써 페이로드를 보호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상세하게는, 예컨대 "Proposal for

High Level Approach of H.324 / Annex C Mode 1" Q11-A-11b, ITU-T Q11/WP2 / SG16, June 1997을 참조).

그러나, 페이로드의 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려고 하면, 보호해야 할 정보 모두를 부호화 할 필요가 있어 전송효율의 저하

를 초래한다. 이는, 특히 이동통신시스템과 같이 전송대역이 한정된 시스템에 있어서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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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정보 등의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패킷에 삽입하여 다중화 전송하는 방식에는 유선

전화망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전제로 표준화된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 표준방식을 그대로 무선통신시스템에 채용하면,

열악한 전송로 상태에 의해 수신측에서 헤더 정보의 검출에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중화 테이블의 독취불능으로 인한

패킷 폐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패킷이 가변길이의 경우에는 수신측에서 패킷 동기불능이나 패킷 길이 식별불능 등의

상태를 일으켜 실질적으로 통신불능인 상태로 되버린다.

한편, 페이로드에 대해서는 컨벌루션 부호 등의 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하여 보호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측에서 정보를 확실하게 복호하려고 하면, 정보의 전송효율이 크게 저하한다. 이는 넓은 전송대역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는 특히 심각한 문제로 된다.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열악한 전송로를 경유하여 전송을 행할 경우에도 헤더 정보를 양호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의해 다중화 테이블의 독취를 정확하게 행하도록 하여 패킷 폐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보

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과 그 다중화장치 및 분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열악한 전송로를 경유하여 전송을 행할 경우에도 전송효율을 현저하게 열화시키지 않고 페이로드를 확실히 복호재

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의해 전송효율을 높이면서 보호성능이 우수한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과 그 다중화장

치 및 분리장치와, 또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 및 복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한 목적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본 발명은, 이하와 같은 구성을 갖는다.

(1) 정보를 패킷에 삽입하여 전송하는 정보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에서, 상기 정보를 독립하여 복원가능한 복수의

에러정정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들의 에러정정 데이터를 상기 정보와 함께 소정의 위치관계를 갖게하여 패킷에 삽입시켜

전송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수신측에서, 복수의 에러정정 데이터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재생할 수 있으면, 이 에러정정 데이

터를 기초로 정보의 전송에러를 정정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예컨대 전송로 품질이 열악한 이동통

신시스템에 있어서도, 신뢰성이 높은 정보전송을 행할 수 있다.

(2)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에서, 상기 패킷내에 넣어지는 정보데이터의 종류별로 패킷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다중화 코드와 그 코드의 수

신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에러검출비트를 포함하는 헤더 정보를 복수 개 생성하고, 각각의 헤더 정보에 독립하여 복원가능

한 에러정정부호 데이터를 포함하여 각 헤더 정보를 상기 패킷의 미리 결정된 위치에 삽입하며, 당해 패킷의 상기 다중화

코드의 나타낸 위치에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이면, 헤더에 에러정정능력을 갖게함으로써, 이동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의 열악한 전송로 상태에 있어서

도 헤더를 올바르게 재생시킬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헤더를 복수 개 송신함으로써, 복수의 헤더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재생

할 수 있으면, 이 헤더를 기초로 정보의 전송에러를 정정하여 정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다중화 테이블의

독취불능에 의한 패킷 폐기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의해 전송로 품질이 열악한 이동통신시스템 등에 있어서도 신뢰성이

높은 정보전송을 행할 수 있다.

(3) (2)의 구성에 있어서, 상기 패킷의 길이가 모두 소정의 길이로 되도록 처리하면서 다중화를 행하는 구성으로 한다. 즉,

패킷 길이를 고정길이로 한다. 고정길이로서는 규격에 의해 정해진 패킷 길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격으로

는 ITU-T H.223에 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다중분리방법"에서 규정된 패킷의 길이 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구성하

면, 부호화 및 복호수단의 구성을 간단화 할 수 있다.

(4) (2)의 구성에 있어서, 수신측에서, 패킷에 삽입되어 있는 복수의 헤더 정보중에서 하나를 추출하여 에러검출 및 에러정

정을 행해, 에러정정 불능의 경우에는 상기 복수의 헤더 정보중에서 다른 헤더 정보를 추출하여 에러검출 및 에러정정을

행하는 처리를, 에러가 없는 헤더 정보가 재생될 때까지 모든 헤더 정보에 대해 반복하여 실행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복수의 헤더 정보중에서 에러가 없는 헤더 정보를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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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의 구성에 있어서, 모든 헤더 정보가 에러정정 불능인 경우에는, 모든 헤더 정보를 합쳐 연결된 부호에 의한 에러정

정 처리를 행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모든 헤더 정보를 개개로 재생할 수 없어도, 모든 헤더 정보를 합하여 에러정정함으로써 헤더 정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6)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이용되는 송신장치의

정보데이터 다중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 각각의 정보량을 추정하는 정보량 추정수단과,

이 정보량 추정수단에서 추정된 각 정보데이터의 정보량에 기초하여 패킷 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제1다중화 코드를 생

성하고, 또 이 제1다중화 코드의 에러정정부호를 기초로 생성되는 패리티비트이면서 이 패리티비트를 패리티 인버터를 통

과시킴으로써 상기 제1다중화 코드를 복원하는 기능을 가진 제2다중화 코드를 생성하는 다중화 코드 생성수단,

이 다중화 코드 생성수단에서 얻어진 제1 및 제2다중화 코드에 각각 수신에러를 검출 및 정정하기 위한 에러검출·정정부

호 데이터를 부가하여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생성하는 헤더 정보 생성수단 및,

상기 패킷 내의 상기 다중화 코드에 의해 지정되는 위치에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삽입함과 더불어, 당해 복수 종

류의 정보데이터 중 적어도 1개를 끼운 위치에 상기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상호 분리하여 삽입하는 패킷 생성수단을 구비

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송신측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수신측의 장치에서는 제1다중화 코드를 그 단독으로 재생할 수 없어도, 제2다중

화 코드를 기초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 재생한 다중화 코드를 기초하여 패킷으로부터 각 정보데이터를 취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7) (6)의 구성에 있어서, 상기 제2다중화 코드에는 제1다중화 코드의 패리티를 이용한다. 즉, 제2다중화 코드로서 제1다

중화 코드와의 연결부호를 사용한다.

(8), (9) 상기 연결부호의 구체예로서는 컨벌루션 부호와, 해밍 부호를 들 수 있다. 컨벌루션 부호를 사용하면, 최우(最尤;

most likelihood)복호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에러정정능력을 높일 수 있다. 해밍 부호를 사용하면, H.223에 따

른 복호수단에는 해밍 부호에 의한 에러검출기능이 이미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H.223에 따른 기존의 복호수단에 에러정

정기능을 부가할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0), (11) 상기 패킷 생성수단의 구성으로서는, 상기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동일한 패킷에 수납하는 것과, 각각의 패킷에

수납하는 것이 고려된다. 전자에는, 헤더 정보의 삽입 및 재생을 간단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후자에는, 헤더 정보간의

시간적인 거리를 길게 설정하여 인터리브 효과(interleave effect)를 갖게하고, 이에 의해 버스트 에러(burst error)에 대

한 정정능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2) (6)의 구성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 코드 생성수단에 있어서는, 상기 패킷의 길이를 모두 소정의 길이로 되도록 다중화

코드를 결정하면 좋다. 이와 같이 하면 고정길이 패킷을 전송할 수 있고, 이 결과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패킷 전송을 행할 수 있다.

(13) 임의의 정보량의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이

용되는 수신장치의 정보데이터 분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패킷에,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의 종류별로 패킷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다중화 코드 및 그 코드의 수신에러를 검

출·정정하기 위한 에러검출·정정부호 데이터를 부가한 제1 및 제2헤더 정보와, 상기 다중화 코드의 나타낸 위치에 상기 복

수의 정보데이터가 격납되어 있을 경우,

상기 패킷으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헤더 정보 추출수단과, 제1, 제2 및 제3분리수단을

구비한다.

그리고, 우선 제1분리수단에서 제1헤더 정보에 대해 에러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당해 헤더 정보내의 다중화 코드에

기초하여 당해 패킷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를 분리출력한다. 상기 제1분리수단에서 에러가 검출된 경우에는, 제

2분리수단에서 상기 제1헤더 정보의 에러정정을 행한 후에 다시한번 에러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에러정정 후의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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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의 다중화 코드에 기초하여 당해 패킷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를 분리출력한다. 더욱이, 상기 제2분리수단

에서도 에러가 검출된 경우에는, 제3분리수단에서 상기 제2헤더 정보에 대해 에러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당해 헤더

정보내의 다중화 코드에 기초하여 당해 패킷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를 분리출력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에러의 발생상태에 따라 제1, 제2 및 제3분리수단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데이터의 분리처리를 행함으로

써, 예컨대 전송로 품질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제1에서 제3분리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3단계의 에러검출 및 정정처리를 행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데이터 분리를 가능하게 하고, 한편 전송품질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는 정보데이터의 분리를 단

시간에 행할 수 있다.

(14) (13)의 구성에 있어서, 상기 제3분리수단에서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제2헤더 정보의 에러정정을 행한 후에 다시

한번 에러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에러정정 후의 헤더 정보내의 다중화 코드에 기초하여 당해 패킷으로부터 상기 복수

의 정보데이터를 분리출력하는 제4분리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15) (14)의 구성에 있어서, 더욱이 상기 제4분리수단에서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합쳐 에러정

정을 행한 후 다시한번 에러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에러정정 후의 제1 또는 제2헤더 정보내의 다중화 코드에 기초하

여 당해 패킷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를 분리출력하는 제5분리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전송로 품질이 아주 열악해서 제1 내지 제3분리수단에 의해 정보데이터의 분리를 행할 수 없

는 경우에도, 제4 및 제5분리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헤더 정보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확한 정보데이터의 분리를 행할

수 있게 된다.

(16)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은,

상기 패킷 내에 넣어지는 정보데이터의 종류별로 패킷 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다중화 코드 필드와, 당해 다중화 코드의

수신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헤더에러 제어코드 및, 패킷 사이의 연속 상태를 나타내는 패킷 마커로 구성되는 헤더 정보를

복수 개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복수의 헤더 정보의 각각에 독립하여 복원가능한 에러정정부호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수단,

상기 패킷 내의 상기 다중화 코드에 의해 지시되는 위치에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삽입함과 더불어, 당해 복수 종

류의 정보데이터 중 적어도 1개를 끼운 위치에 상기 복수의 헤더 정보를 상호 분리하여 삽입하는 수단 및,

상기 헤더 정보에 상기 패킷 마커를 복수 개 반복하여 삽입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수신측은,

수신된 상기 복수의 패킷 마커를 다수결 처리하여 올바른 1개의 패킷 마커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패킷 마커를 복수 개 삽입한다고 한 극히 간단한 구성에 의해 수신측에서 올바른 패킷 마커를 재

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에 의해 전송품질이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패킷을 올바르게 식별하여 패킷 폐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17) 임의의 정보량을 갖는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삽입하고, 또 상기 각종 정보데이터의 패킷내의 배치

위치를 나타내는 다중화 코드를 적어도 포함하는 헤더 정보를 상기 패킷에 삽입하여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은,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의 적어도 하나에 리드·솔로몬(Reed·Solomon) 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수신측은, 수신한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이 정보데이터에 부가된 상기 에러정정부호를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처

리를 행해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18) 정보데이터의 송신장치에 있어서, 송신대상의 제1정보데이터에 에러검출부호를 부가하여 제2정보데이터를 출력하

는 에러검출부호 부가수단과, 이 에러검출부호 부가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정보데이터를 리드·솔로몬 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부호에 의해 부호화 하여 제3정정데이터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이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3정보데이터에 당해 정보데이터의 전송형태를 나타내는 제어정보가 삽입된 제어헤더를 부가하는 헤더 부가수단

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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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성하면, 리드·솔로몬 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함으로써, 정보데이터를 심볼단위로 에러정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정보데이터를 버스트 에러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9) (18)의 구성에 있어서,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제2정보데이터를 GF(28)상(上)의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하여 에러

정정 부호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구성은, 정보데이터 길이가 고정길이의 경우에 유효하다. 또한, GF(28) 상의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8비트

단위에서의 에러정정 부호화 및 복호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방식인 H.223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20) (18)의 구성에 있어서,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제2정보데이터를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하여 에러정정 부호

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가변길이의 정보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화상을 포

함하는 멀티미디어 통신에서는 화상의 부호화 방식에 가변길이 부호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데이터 길이

는 프레임(frame)마다 변화한다. 그러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를 행함으로써, 정보데이

터의 길이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21) (20)의 구성에 있어서,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을, 시프트(shift) 입력된 제2정보데이터에 대해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

에 의해 에러정정 부호화 처리를 행하는 인코더(encoder) 본체와, 제2정보데이터를 구성하는 복수의 정보요소를, 그 정보

다항식의 차수가 높은 항으로부터 차례로 상기 인코더 본체에 시프트 입력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처리를 행하는 순차 반전

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범용의 리드·솔로몬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하여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화 처리를 실현할 수 있

다.

(22) (20)의 구성에 있어서,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을, 시프트 입력된 제2정보데이터에 대해 리드·솔로몬 부호에 의해 에러

정정 부호화 처리를 행하는 인코더 본체와, 상기 제2정보데이터의 길이를 미리 정한 고정길이와 비교하는 비교수단, 널

(null)부호 부가수단 및, 널부호 삭제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비교수단에 의해 제2정보데이터의 길이가

고정길이 보다도 짧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널부호 부가수단에 있어서 그 차에 상당하는 길이의 널부호열을 상기 제2

정보데이터에 부가한 후 상기 인코더 본체에 시프트 입력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처리를 행하고, 널부호 삭제수단에 있어서

상기 인코더 본체에 의해 에러정정 부호화 된 후의 정보데이터로부터, 상기 널부호 부가수단에서 부가된 널부호열에 대응

하는 널부호열을 삭제하여 단축화된 제3정보데이터를 출력한다.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것에 의해서도,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에 의한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현할 수 있다.

(23)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삽입하고, 또 상기 각종 정보데이터의 패킷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다중

화 코드를 적어도 포함하는 헤더 정보를 상기 패킷에 삽입하여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은, 송신대상의 제1정보데이터에 에러검출부호를 부가한 후, 이 에러검출부호가 부가된 정보데이터에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하고, 또한 그 출력 정보데이터에 당해 정보데이터의 전송형태

를 나타내는 제어정보가 삽입된 제어헤더를 부가하여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수신측은, 수신한 상기 정보데이터를, 이 정보데이터에 부가된 상기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로 이루어진 에

러정정부호를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해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24) 송신대상의 제1정보데이터에 에러검출부호를 부가하여 제2정보데이터를 출력하는 에러검출부호 부가수단과, 이 에

러검출부호 부가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정보데이터를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부호에

의해 부호화 하여 제3정보데이터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이 에러정정 부호화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3정보

데이터에 당해 정보데이터의 전송형태를 나타내는 제어정보가 삽입된 제어헤더를 부가하는 헤더 부가수단을 구비한 구성

으로 한다.

등록특허 10-0560712

- 6 -



상기 (23) 및 (24)의 구성에 의하면,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정보데이터를 버스트 에러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고, 게다가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변길이의 정보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으

며, 더욱이 GF(28)상의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8비트 단위에서의 에러정정 부호화 및 복호처리가 가능해지고,

이에 의해 기존방식인 H.223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25)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송신신호에 대해, 제1부호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1패리티신호를 생

성함과 더불어, 상기 송신신호와 상기 제1패리티신호의 적어도 일부에 대해 제2부호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2패리티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송신신호와 상기 제1 및 제2패리티신호를 합쳐 송신 부호화 신호를 생성하여

송신하는 송신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는 수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제1패리

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를 최우복호하는 제1복호수단, 상기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를

최우복호하는 제2복호수단 및, 상기 제1 및 제2복호수단에 의해 얻어진 복호신호와 수신신호와의 거리를 각각 산출하여

거리가 작은 측의 복호신호를 기초로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제1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가

각각 높은 에러정정능력을 갖춘 최우복호방식에 의해 복호되고, 게다가 이것에 의해 얻어진 2개의 복호신호중 신뢰도가

높은 복호신호를 기초로 송신 부호화 신호의 재생이 행해진다. 따라서, 신뢰성이 높은 신호재생을 행할 수 있다.

(26)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송신신호에 대해, 제1부호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1패리티신호를 생

성함과 더불어, 상기 송신신호와 상기 제1패리티신호의 적어도 일부에 대해 제2부호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2패리티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송신신호와 상기 제1 및 제2패리티신호를 합쳐 송신 부호화 신호를 생성하여

송신하는 송신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는 수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제1패리

티신호를 포함하는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를 제1수정신호를 기초로 수정한 후 최우복호함과 더불어, 복호신호를 그 신뢰

도를 나타내는 정보와 함께 출력하여 이 신뢰도 정보를 상기 제1수정신호로서 사용하는 제1수정복호수단, 상기 제2패리

티신호를 포함하는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를 제2수정신호를 기초로 수정한 후 최우복호함과 더불어, 복호신호를 그 신뢰

도를 나타내는 정보와 함께 출력하여 이 신뢰도 정보를 상기 제2수정신호로서 사용하는 제2수정복호수단, 상기 제1수정

복호수단에 의한 수정복호처리 및 상기 제2수정수단에 의한 수정복호처리를 각각 소정의 횟수 반복 행하고, 상기 수신 부

호화 신호와 상기 제1 및 제2수정을 기초로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재생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제1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는

각각 신뢰성 정보에 따른 입력 수정기능을 갖는 최우복호방식에 의해 복호된다. 이 때문에, 단지 단순히 최우복호를 행하

는 경우에 비해 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신호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

(27) 임의의 정보량의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있

어서,

송신측에,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1송신신호에 대해, 제1부호화측에 따라 제1패리티신호를 생성하는 제1부호화

수단과, 상기 제1송신신호의 요소의 순서를 변경하는 제1인터리브수단, 이 제1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요소의 순서가 변경

된 제2송신신호에 대해, 제2부호화측에 따라 임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2패리티신호를 생성하는 제2부호화수단 및, 상기

제1송신신호, 상기 제1패리티신호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송신 부호화 신호를 생성하여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

고,

수신측에는,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수신신호, 제1수신 패리티신호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

호화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제1수신신호와 상기 제1수신 패리티신호에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조정신호를

가산하여 제1복호 입력신호를 생성하고, 이 제1복호 입력신호로부터 복호 출력신호를 생성하는 제1복호수단, 상기 제1복

호 출력신호를 기초로 상기 조정신호를 수정하는 제1수정수단, 상기 제1수신신호에 대해 인터리브 처리를 실시하여 제2

수신신호를 출력하는 제2인터리브수단, 상기 제2수신신호와 상기 제2수신 패리티신호에 상기 조정신호를 가산하여 제2

복호 입력신호를 생성하고, 이 제2복호 입력신호로부터 제2복호 출력신호를 생성하는 제2복호수단, 상기 제2복호 출력신

호를 기초로 상기 조정신호를 수정하는 제2수정수단, 상기 제1복호수단에 의한 제1복호 출력신호의 생성처리 및 상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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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단에 의한 조정신호의 수정처리와, 상기 제2복호수단에 의한 제2복호 출력신호의 생성처리 및 상기 제2수정수단에

의한 조정신호의 수정처리를 소정의 횟수 반복하여 실행시키는 제어수단 및, 상기 반복횟수를 제1 및 제2수신신호의 특정

한 요소에 대하여 변경설정하는 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인터리브를 행함으로써, 예컨대 복수의 헤더 정보를 시간을 두어 전송하는 경우와 같이 버스트

에러에 대해 양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복수의 헤더 정보를 시간을 두어 전송하는 경우에는 패킷 길이가 짧으면

버스트 에러에 대한 효과가 감소해 버리지만, 인터리브를 행하면 패킷 길이가 짧을 경우에도 충분한 효과가 얻어진다.

(28)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다중화장치에 있어

서,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의 각각을 중요부분과 비중요부분으로 나누는 분할수단과, 이 분할수단에 의해 나누어진 중

요부분에 대해 제1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 이 제1에러정정 부호화

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비중요 데이터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제1헤더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헤더 생성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제1헤더정보,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에 대해, 제2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부호화 수단, 이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에 대응하

는 각 부호화 정보데이터군을 상기 패킷의 소정의 위치에 각각 삽입하기 위한 다중화수단 및, 이 다중화수단에 의해 다중

화된 각 부호화 정보데이터군에 그 다중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2헤더 정보를 부가하는 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정보데이터의 특히 중요부분에 2중의 에러정정기능을 갖게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에 의해 정보

데이터 모두를 동일한 조건에서 에러정정 부호화 하는 경우에 비해, 전송효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정보데이터를 효과적으

로 고품질로 전송할 수 있다.

(29) (28)에 있어서, 상기 헤더 생성수단에 제1헤더 정보의 에러검출을 행하기 위한 에러검출부호를 생성하는 기능을 설치

하고, 또 상기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상기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헤더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제1헤더 정보 및 그 에러검출부호 및,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 이루어진 새로

운 정보데이터군에 대해, 제2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제1에러정정부호에 의해 부호화 한 정보데이터의 부호길이를 나타내는 제1헤더 정보에 에러검출기능을

갖게할 수 있다.

(30) (28)의 구성에 있어서, 전송로의 품질을 나타내는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수단과, 이 취득수단에 의해 취득한 전송로 품

질이 문턱치 보다도 양호한 경우에는, 상기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을 상기 제2에러정정 부호화를 행하지 않고 상기 다중화

수단에 공급하는 부호화 제어수단을 더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 때, 문턱치(threshold value)는 전송로 품질이 어떤 일정한 품질을 넘도록 규정된 값이고, 이것은 전송로 품질의 불량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전송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에는 제2에러정정 부호화 처리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고, 이에 의해 복호

처리에 의한 처리지연을 줄일 수 있다.

(31)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분리장치에 있어서,

수신 패킷에 삽입되어 있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정보데이터군을, 그 다중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2헤더 정보에 기초하여

분리하는 분리수단과, 이 분리수단에 의해 분리된 복수 종류의 부호화 정보데이터군의 각각에 대해, 제2에러정정 복호처

리를 행하는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의해 얻어진 각 복호 정보데이터군을 이 복호 정보데이터

군에 포함되어 있는 제1헤더 정보를 기초로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비중요부분의 복호 정보데이터로 나누고, 중

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에 대해 제1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하는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

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복호 정보데이터와, 비중요부분의 복호 정보데이터로부터 원래 정보데이터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전송로 품질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중요부분의 부호화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함으로써 정확히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 결과 원래 정보데이터를 사용자가 적어도 판독가능한 상태로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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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다중화장치에 있어

서,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의 각각을 중요부분과 비중요부분으로 나누는 분할수단과, 이 분할수단에 의해 나누어진 중

요부분에 대해 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하기 위한 에러정정 부호화수단, 이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

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제1헤더 정보를 생성하

기 위한 헤더 생성수단,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헤더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헤더 정보 및,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을 상기 패킷중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각각 삽입하기 위한 다중화수단 및, 이 다중화수단에 의해 다중화된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에 그 다중화의 상태를 나

타내는 제2헤더 정보를 부가하여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정보데이터의 중요부분에 에러정정기능을 갖게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정보데이터 모두를 동일한

조건에서 에러정정 부호화 하는 경우에 비해, 전송효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정보데이터의 효과적인 에러보호를 행할 수 있

다.

(33) (32)의 구성에 있어서, 상기 헤더 생성수단에 제1헤더 정보의 에러검출을 행하기 위한 에러검출부호를 생성하는 기능

을 설치하고, 상기 다중화수단은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헤더 생

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제1헤더 정보 및 그 에러검출부호 및,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보데이

터군을 상기 패킷중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각각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수신측의 장치에서는 제1헤더 정보의 에러를 검출할 수 있다.

(34)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분리장치에 있어서,

수신 패킷에 삽입되어 있는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군을, 그 다중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2헤더 정보에 기초하여 분리하

는 분리수단과, 이 분리수단에 의해 분리된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군의 각각을, 이 정보데이터군에 포함되어 있는 제1헤

더 정보를 기초로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 나누고,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에

대해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하는 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이 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복호 정보데이

터와,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부터 원래 정보데이터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35) 정보 전송장치에 설치되는 에러정정 부호화장치에 있어서,

제1정보신호 및 이 제1정보신호보다 강한 에러보호가 필요한 제2정보신호에 대해 제1검사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1에러

정정 부호화수단과, 상기 제2정보신호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기 위한 송신 인터리브수단, 이 송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정보신호에 대해 제2검사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상기 제1 및 제2정보신호

와 상기 제1 및 제2검사신호를 포함하는 부호화 신호를 전송로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에러정정 부호화장치에 의하면, 전송정보중 강한 에러보호가 필요한 제2정보신호에 대해 2중의 에러정정 부호

화를 실시하여 전송할 수 있다.

(36) (35)에 기술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 및 제2정보신호를,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를 기초로 정정 복

호하여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

복호정보신호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는 수신 인터리브수단, 이 수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복호정보신

호를,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를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를 출

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의 요소의 순번을 원래

로 되돌리기 위한 수신 디인터리브(deinterleave)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37) (35)에 기술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는 수신 인터리브수단과, 이 수신 인터리브수단

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정보신호를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를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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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정보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의 요

소의 순번을 원래로 되돌리기 위한 수신 디인터리브수단 및, 이 수신 디인터리브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보신호를,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를 기초로 에러정정 복

호하여 제1복호정보신호 및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이들 (36) 및 (37)에서 기술한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의하면, 송신측으로부터 보내진 정보신호중 강한 에러보호가 필요한

제2정보신호에 대해 2중의 에러정정 복호를 행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전송효율의 열화를 억제하면서 신뢰성이 높은 정보

복호를 행할 수 있다.

(38) (36) 또는 (37)의 구성에 있어서,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양자간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

하는 반복 복호기능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구비함으로써, 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복호가 가능해진다.

(39) (38)의 구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및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중 적어도 한쪽에 따라 반복횟수를 결정하여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설정하는 반복 제어수단을 더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이나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에 따라 최적의 반복 복호처리가 행해진

다.

(40) (35)의 구성에 있어서,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더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의 사

이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여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를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

호수단을 구비하고, 더욱이 이들의 에러정정 복호수단의 선택수단을 구비해서, 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의 성

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중 하나를 선택하여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41) (35)의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설치된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더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

호수단과의 사이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여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를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구비하고, 더욱이 이들의 에러정정 복호수단의 선택수단을 구비해서, 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중 하나를 선택하여 에러정정 복호처

리를 행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40) 및 (41)의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의하면, 그때그때의 전송로의 상태나 전송하는 정보신호의 성질에 따라 최적의 에러

정정 복호수단이 선택되어 정보신호의 복호가 행해진다.

(42) 제1정보신호열 및 이 제1정보신호열보다 강한 에러보호가 필요한 제2정보신호열을 에러정정 부호화 하여 송신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기 위한 송신 인터리브수단과, 이 송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정보신호열 및 상기 제1정보신호열에 대해 제1검사신호열을 생성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 상기 제2정보신

호열에 대해 제2검사신호열을 생성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상기 제1 및 제2정보신호열과 상기 제1 및 제2

검사신호열을 포함하는 부호화 신호를 전송로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제2정보신호열을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입력되고, 한편 제1 및 제2정

보신호열을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제2정보신호열에 대해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이 때문에, 수신

측에서 제2정보신호열만을 재생하려고 할 경우에는, 인터리브 및 디인터리브를 행하지 않고 간단한 처리에 의해 재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3) (42)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을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

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는 수신 인터리브수단, 이 수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복호정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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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복호정보신호열 및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원래로 되돌리기 위한 수신 디인터리브수단

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중요성이 높은 제2정보신호열에 대해 제2 및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의해 2중의 에러정정 복호

처리가 행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컨대 이동통신시스템과 같이 전송로 품질이 열화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어도 제

2정보신호열을 올바르게 복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44) (42)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을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

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는 수신 인터리브수단, 이 수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복호정보신

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복호정보신호열 및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원래로 되돌리기 위한 수신 디인터리브수단

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높은 제2정보신호열에 대해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의해 2중의 에러정정

복호처리가 행해지는 것으로 되고, 이에 의해 전송로 품질이 열화한 경우에도 제2정보신호열을 올바르게 복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45) (43) 또는 (44)의 구성에 있어서,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은 양자간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

하는 반복 복호기능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있어서는 최우복호의 반복을 이용한 복호가 행해지기 때문에,

더 한층 에러정정능력이 높은 복호를 행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전송로 품질의 열악한 전송로를 사용할 경우에도 고품질의

전송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6) (43) 또는 (44)의 구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및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중 적어도 한쪽에 따라 반복횟수를

결정하여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설정하는 반복 제어수단을 더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예컨대 수신장치의 운용개시후에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또는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이 변경된 경

우에도, 반복 제어수단에 의해 항상 최적의 반복횟수를 결정할 수 있다.

(47) (42)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을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

호정보신호열을 인터리브 한 신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

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복호정보신호열 및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얻고, 이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디인터리브 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의 사이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여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

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열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에러

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택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

다.

(48) (42)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을 인터리브 한 신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

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디인터리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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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의 사이에서, 에러정정 복호

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여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열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

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택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47) 및 (48)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전송로의 상태 또는 전송하는 정보신호열의 성질에 기초하여,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

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

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가 선택적으로 행해진다. 이 때문에, 그때그때의 전송로의 상태 또는 전송하

는 정보신호열의 성질에 따라 항상 최적의 에러정정 복호처리가 행해지는 것으로 되고, 이 결과 에러정정능력이 높으면서

효율적인 에러정정 복호를 행할 수 있다.

(49) (35) 또는 (42)의 구성에 있어서, 제1정보신호열에는 제1전송품질이 요구되는 비중요정보를 할당하고, 또 제2정보신

호열에는 제1전송품질보다 높은 제2전송품질이 요구되는 중요정보를 할당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예컨대 화상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각종 제어정보, 동작예측정보, 이산코싸인변환(DCT)의 저주파

성분 등의 중요정보를 제2정보신호열에 할당하고, 그 외 DCT의 고주파성분 등의 비중요정보를 제1정보신호열에 할당하

도록 하면, 전송품질이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적어도 화상을 구성하여 중요한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이에 의해 판독이 충분히 가능한 화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정보를 제2정보신호열로서 전송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전송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50) (35) 또는 (42)의 구성에 있어서, 제1정보신호열에는 전송에러에 대해 제1강도를 갖는 제1전송방식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를 할당하고, 또 제2정보신호열에는 전송에러에 대해 상기 제1강도보다 낮은 제2강도를 갖는 제2전송방식에 의해 전

송되는 정보를 할당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예컨대 16QAM방식이나 64QAM방식과 같이 신호점간 거리가 짧은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전송

하는 정보신호는 에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이 정보신호는 제2정보신호열로서 전송하고, 한편 QPSK방식과 같이 신호

점간 거리가 긴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정보신호는 비교적 에러를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보신호는 제1정

보신호열로서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모든 정보신호에 대해 균일한 에러정정능력을 갖게하여 전송할 수 있

다.

(51) K×L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1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제1에러정정 부호화 규칙에 따라 (N-K)×L개

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1의 2차원검사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과, 상기 제1의 2차원정보블록중 특히

강한 에러보호가 필요한 K2(K＞K2)×L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2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직방향에 대해, 제2에러정정 부

호화 규칙에 따라 K2×(M-L)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상기 제1의 2차원정보블록과 상기 제1 및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포함하는 부호화 신호를 전송로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

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이면, 정보를 블록단위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신호열을 바이트 단위 또는 옥테트(octet)단위로 전송

하는 시스템에 적합한 에러정정부호 복호전송을 행할 수 있다. 더욱이, 제1정보블록의 전체에 대해서는 그 수평방향으로

에러정정이 행해지고, 제1정보블록중의 특히 중요성이 높은 제2정보블록에 대해서는 그 수직방향의 에러정정이 행해진

다. 이 때문에, 정보블록 전체에 대해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의 에러정정을 행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검사블록을 부가하는

것만으로 효과적인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할 수 있다.

(52) (51)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

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를 행해,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1에러

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에 포함되는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응하는 정보블록의 수

직방향에 대해,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를 행해, 제2복호 2차원

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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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중요성이 높은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해 제2 및 제1의 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의해 2중의 에러

정정 복호처리가 행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컨대 이동통신시스템과 같이 전송로 품질이 열화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어도 제2의 2차원정보블록을 올바르게 복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53) (51)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응하는 정보블록의 수직방향에 대해, 상기 수신 부호

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를 행해,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2

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터 출력된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

되는 제1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

호를 행해,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 및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높은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해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의해 2중의 에러

정정 복호처리가 행해지는 것으로 되고, 이에 의해 전송로 품질이 열화한 경우에도 제2의 2차원정보블록을 올바르게 복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54) (52), (53)의 구성에 있어서,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은 양자간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는

반복 복호기능을 갖춘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있어서는 최우복호의 반복을 이용한 복호가 행해지기 때문에,

더 한층 에러정정능력이 높은 복호를 행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전송로 품질이 열악한 전송로를 사용할 경우에도 고품질의

전송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5) (54)의 구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및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중 적어도 한쪽에 따라 반복횟수를 결정하여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설정하는 반복 제어수단을 더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예컨대 수신장치의 운용 개시후에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또는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복 제어수단에 의해 항상 최적의 반복횟수를 결정할 수 있다.

(56) (51)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

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1에러정

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에 포함되는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응하는 정보블록의 수직

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의 사이에서, 에러정정 복호

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고,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전

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와,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각각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

단을 각각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택수단을 구비한 구성으로 한다.

(57) (51)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응하는 정보블록의 수직방향에 대해, 상기 수신 부호

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

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

는 제1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

를 행해,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 및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은 양자간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고,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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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각각 사용하는 에

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각각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

택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구성으로 한다.

(56) 및 (57)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전송로의 상태 또는 전송하는 정보신호열의 성질에 기초하여,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

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

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가 선택적으로 행해진다. 이 때문에, 그때그때의 전송로의 상태 또는 전송하

는 2차원정보블록의 성질에 따라 항상 최적의 에러정정 복호처리가 행해지는 것으로 되고, 이 결과 에러정정능력이 높으

면서 효율적인 에러정정 복호를 행할 수 있다.

(58) (51)의 구성에 있어서, 제1의 2차원정보블록중 제2의 2차원정보블록을 제거한 정보블록에는 제1전송품질이 요구되

는 비중요정보를 할당하고, 또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는 제1전송품질보다 높은 제2전송품질이 요구되는 중요정보를 할

당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예컨대 화상데이터를 2차원정보블록으로서 전송하는 경우에 각종 제어정보, 동작예측정보, 이산코싸

인변환(DCT)의 저주파성분 등의 중요정보를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할당하고, 그 외 DCT의 고주파성분 등의 비중요정

보를 제1의 2차원정보블록에 할당하도록 하면, 전송품질이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적어도 화상을 구성하여 중요한 각종 2

차원정보블록을 올바르게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에 의해 판독이 충분히 가능한 화상을 재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정보를 제2의 2차원정보블록으로서 전송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전송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59) (51)의 구성에 있어서, 제1의 2차원정보블록중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을 제거한 정보블록에는 전송에러에 대해

제1강도를 갖는 제1전송방식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를 할당하고, 또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는 전송에러에 대해 상기 제1

강도보다 낮은 제2강도를 갖는 제2전송방식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를 할당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예컨대 사용하는 변조방식의 내(耐)에러성능에 따라 전송정보를 제1 및 제2의 2차원정보블록중

어느 하나에 할당함으로써, 모든 전송정보에 대해 균일한 에러정정능력을 갖게하여 전송할 수 있다.

(60) (38), (45) 또는 (54)의 구성에 있어서,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의 입력측에, 이들의 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입력

해야 할 각 신호열 또는 신호블록의 신호레벨을 수신 부호화 신호의 레벨에 기초하여 정규화 하기 위한 정규화수단을 더

설치한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반복 복호에 의해 신뢰도 정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클리드(Euclidean) 거리가 멀어진다는 문

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복호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기본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동실시예의 다중화부의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나타낸 순서도,

도 3은 동실시예의 MUX패킷의 구체적인 구성의 기본개념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3에 나타낸 MUX패킷의 복호순서를 나타낸 순서도,

도 5는 상기 MUX패킷의 다른 구체예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5에 나타낸 MUX패킷의 복호순서를 나타낸 순서도,

도 7은 상기 MUX패킷의 또 다른 구체예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도 7에 나타낸 MUX패킷의 복호순서를 나타낸 순서도,

도 9는 동실시예의 MUX패킷의 다른 구체적인 구성법에 의해 작성된 MUX패킷의 복호순서를 나타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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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a 및 도 10b는 상기 다른 구체적인 구성법에 의해 작성된 MUX패킷의 구체예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상기 MUX패킷의 또 다른 구체적인 구성법의 기본개념을 나타낸 도면,

도 12는 도 11에 나타낸 MUX패킷의 시간계열을 나타낸 도면,

도 13a 및 도 13b는 종래 표준화 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다중화방식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다른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제3 및 제4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신호의 개략구성도,

도 26은 본 발명의 제3 및 제4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27은 본 발명의 제3 및 제4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28은 본 발명의 제3 및 제4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패킷의 구성도,

도 29a 및 도 29b는 각각 본 발명의 제3 및 제4실시예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0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2a 및 도 32b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화상 전송처리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3은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화상 전송처리부의 동작설명에 사용하기 위한 도면,

도 34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변형예의 동작설명에 사용하기 위한 도면,

도 35a 및 도 35b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다른 변형예를 나타낸 회로블록도,

도 36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따른 에러정정 부호화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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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은 송신 부호화 신호의 전송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38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있어서 제1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9는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있어서 제2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0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있어서 제3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1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있어서 제4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2는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있어서 제5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3은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 따른 에러정정 부호화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4는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 있어서 제1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5는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 있어서 제2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6은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 있어서 제3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7은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 있어서 제4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8은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 있어서 제5복호방식을 실현하는 에러정정 복호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49는 도 36에 나타낸 에러정정 복호부의 변형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50은 도 44에 나타낸 에러정정 복호부의 변형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51은 본 발명의 제9실시예에 따른 에러정정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2는 본 발명의 제9실시예에 있어서 반복 복호동작의 설명에 사용하는 순서도,

도 53a 및 도 53b는 본 발명의 그 외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있어서의 페이로드 보호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신호포맷,

도 55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한 SRS 인코더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블록도,

도 56은 도 55에 나타낸 SRS 인코더의 구체예를 나타낸 회로블록도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1실시예)

더욱이, 이하의 설명에서는 피전송정보로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취급한 것으로 하고, 그 내역은 예컨대 화상데이터, 음성데

이터, 컴퓨터 데이터 등의 부가데이터로 이루어지고, 이들의 정보를 무선전송로를 매개로 다중전송하는 것으로 하여 설명

한다.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에 따른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제1실시예를 나타낸 것이고, 도 1b는 송신장치, 도 1a

는 수신장치의 구성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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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에 있어서, 화상신호 입력, 음성신호 입력, 데이터신호 입력은 각각 화상 전송처리부(11), 음성 전송처리부(12), 데이

터 전송처리부(13)에 공급된다. 각 전송처리부(11~13)는 각각 입력데이터를 소정의 포맷에 합쳐 변환처리하고, 다중화부

(14)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추출하여 다중화부(14)에 공급하는 것이다.

다중화부(14)는 각 전송처리부(11~13)로부터의 정보량을 추정하여 헤더내에 다중화 테이블을 작성하여 짜넣고, 그 테이

블에 기초하여 각 전송처리부(11~13)로부터의 정보데이터를 독출하여 배열함으로써, 순차 MUX패킷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 다중화부(14)로부터 출력되는 패킷열은 변조부(15)에서 소정의 변조방식으로 변조되고, 송신부(16)에서 전력증폭되어

공중선(17)을 통해 무선전송된다.

도 1a에 있어서, 무선전송되어온 신호는 공중선(21)을 통해 수신되고, RF증폭부(22)에서 증폭된 후, 복조부(23)에서 복조

검파되어 분리부(24)에 공급된다. 이 분리부(24)는 복조신호로부터 모든 패킷에 헤더내의 다중화 테이블을 취출하고, 그

테이블을 참조하여 패킷내의 화상데이터, 음성데이터, 부가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리된 화상데이터는 화상

전송처리부(25)에 공급되고, 음성데이터는 음성 전송처리부(26)에 공급되며, 부가데이터는 데이터 전송처리부(27)에 공

급되어 각각 원래의 신호형식으로 변환된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본 발명의 특징으로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처리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송신측에 있어서, 다중화부(14)는 도 2에 나타낸 순서도에 따라 처리를 행한다. 우선, 각 신호처리부(11~13)로부터의 정

보량을 추정하고(단계 S1), 각 정보량에 기초하여 다중화 코드를 결정한다(단계 S2). 다음에, 결정된 제1다중화 코드의 패

리티를 취해, 이를 제2다중화 코드로 하고, 각 다중화 코드에 각각 CRC를 부가하여 2개의 헤더 정보(H1,H2)를 작성한다

(단계 S3). 최후에, 다중화 코드에 합쳐 각 미디어의 정보데이터를 취출하고(단계 S4), 2개의 헤더 정보와 합쳐 패킷에 짜

넣어 출력한다(단계 S5).

도 3은 MUX패킷의 구체적인 구성법의 기본개념을 나타낸 도면이다. MUX패킷은 길이 n비트의 고정길이를 기본으로 하

고, 동기를 취하기 위한 동기영역(Sync.), 다중화 테이블이 기록된 헤더(H1) 다음에 음성, 데이터, 화상의 각 미디어 정보

가 소정의 비트수(k1,k2,k3비트)씩 합계 k비트, 그리고 헤더(H2)로부터 구성된다. 여기서, 헤더 H1과 헤더 H2는 이하의

(1), (2)에 기술하는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도록 구성한다.

(1) 헤더 H2는 헤더 H1의 패리티비트에 상당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헤더(H2)는 패리티·인버터를 통하는 것으로 원래의

정보, 즉 헤더(H1)를 복원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수신측의 분리부(24)에 있어서의 헤더의 복호순서를 도 4에 나타낸다.

도 4에 있어서, 우선 헤더(H1)의 에러검출을 CRC를 이용하여 행한다(단계 S21,S22). 그 결과,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면(NO), 헤더(H1)에 기록되어 있는 다중화 테이블의 내용을 기초로 MUX패킷으로부터 각 미디어 정보를 취출한다.

만약, 에러가 검출되면(YES), 다음에 헤더(H2)의 에러검출을 행한다(단계 S23,S24). 여기서,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면(NO), 헤더(H2)를 패리티·인버터를 통해 헤더(H1)를 복원하고(단계 S25), 다중화 테이블의 내용을 기초로 MUX패킷으

로부터 각 미디어 정보를 취출한다. 더욱이, 패리티·인버터로는 패리티비트로부터 원래의 정보비트를 복원하는 성질을 갖

는 패리티의 것이다.

여기에서도 또한, 에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YES), H1과 H2를 조합시켜 에러정정을 행한다(단계 S26). 그리고,

에러정정후, 다시 에러검출을 행하고(단계 S27,S26), 그 결과 에러가 모두 정정된 것으로 판단되면(NO), 다중화 테이블의

내용을 기초로 MUX패킷으로부터 각 미디어 정보를 취출한다. 그래도 또한, 에러가 존재할 경우는(YES), 복구불가능한 것

으로 판단하여 MUX패킷을 폐기(파기)한다(단계 S29).

도 5에 상기 (1)의 구성법에 기초한 MUX패킷의 구체예를 나타낸다.

도 5에 있어서, 헤더 H1, H2는 각각 11비트, 20비트인 것으로 한다. 다만, 헤더(H1)의 11비트의 정보비트중에는 다중화

테이블을 나타내는 비트 등이 8비트와, CRC 3비트(CRC1)(해밍 부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헤더(H2)는 11비트

+4비트의 '0'의 합계 15비트의 (31,16)BCH부호(해밍 부호)를 1비트 단축화 한 단축화 (30,15)BCH부호를 기초로 15비트

의 패리티비트를 작성하고, 이것에 5비트의 다른 CRC(CRC2)를 더 부가한 것으로 한다.

여기서, 헤더(H2)는 (1)에 기술한 바와 같이 패리티·인버터를 통하는 것으로 헤더(H1)를 재현할 수 있다. 이 예의 경우에

있어서의 복호순서를 도 6에 나타낸다.

등록특허 10-0560712

- 17 -



도 6에 있어서, 우선 CRC1을 이용하여 헤더(H1)중에 에러가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한다(단계 S31,S32). 에러가 없는 경우

는(NO), 그대로 다중화 테이블을 나타내는 비트 등의 8비트를 취출하고, 이 정보를 기초로 각 미디어 정보를 취출한다. 에

러가 있는 경우는(YES), CRC2를 이용하여 헤더(H2)의 에러검출을 행한다(단계 S33,S34). 여기서,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NO), 패리티·인버터를 이용하여 헤더(H1)를 복원하고(단계 S35), 복원된 H1로부터 다중화 테이블을 나타

내는 비트 등 8비트를 취출한다. 만약, 또 에러가 있는 경우는(YES), 헤더(H1)에 4비트의 '0'을 부가한 15비트와 헤더(H2)

중 CRC2를 제거한 패리티 15비트를 조합시킨 단축화 (30,15)BCH를 복호하고, 에러정정을 행한다(단계 S36). 그리고, 그

복호결과에 대해 CRC1를 이용한 에러검출을 행한다(단계 S37, 단계 S38). 그 결과, 에러가 없게되면(NO), 다중화 테이블

을 나타내는 비트 등의 8비트를 취출한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에러가 남아있는 경우는(YES), MUX패킷을 폐기한다(단계

S39).

도 7에 상기 (1)의 구성법에 기초한 MUX패킷의 다른 구체예를 나타낸다.

도 7에 있어서, 헤더(H1,H2)는 각각 15비트씩인 것으로 한다. 다만, 헤더(H1)의 15비트의 정보비트중에는 다중화 테이블

을 나타내는 비트 등이 8비트와, CRC 3비트, 그리고 이들 11비트를 정보비트로 하는 (15,11)BCH부호의 패리티가 4비트

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헤더 H2는 헤더 H1의 15비트를 (31,16)BCH부호를 1비트 단축화 한 단축화 (30,15)BCH부호

를 기초로 작성한 15비트의 패리티비트로 한다. 여기서, 헤더 H1은 헤더 H2를 (1)에 기술한 바와 같이 패리티·인버터를

통하는 것으로 재현할 수 있다. 이 예의 경우에 있어서의 복호순서를 도 8에 나타낸다.

도 8에 있어서, 우선 헤더(H1)의 신드롬(syndrome)을 계산하여 에러가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한다(단계 S41,S42). 그리

고, 에러가 없게되면(NO), 그대로 다중화 테이블을 나타내는 비트 등의 8비트를 취출한다. 에러가 있으면(YES), 정정가능

하면 (15,11)BCH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을 행한다(단계 S43).

그 후, CRC를 이용하여 헤더(H1)중에 에러가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한다(단계 S44,S45). 에러가 없는 경우는(NO), 그대로

다중화 테이블을 나타내는 비트 등 8비트를 취출한다. 에러가 있는 경우는(YES), 정정불가능한 경우는 헤더(H2)로부터

패리티·인버터를 이용하여 헤더(H1)를 복원하고(단계 S46), 복원된 헤더(H1)로부터 CRC로 에러검출을 행한다(단계

S47,S48). 그리고, 에러가 없으면(NO), 다중화 테이블을 나타내는 비트 등 8비트를 취출한다. 만약, 또 에러가 있지만 어

떤 경우에는(YES), 정정가능하면 (15,11)BCH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을 행한다(단계 49).

그 후, CRC를 이용하여 헤더(H1)중에 에러가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한다(단계 S50,S51). 에러가 없는 경우(NO)에는 그대

로 다중화 테이블을 나타내는 비트 등의 8비트를 취출한다. 또한, 에러가 있는 경우(YES)에는 헤더 H1와 헤더 H2를 조합

시킨 단축화(30,15)BCH를 복호하고, 에러정정을 행한다(단계 S52). 그리고, 그 복호결과에 대해 CRC를 이용한 에러검출

을 행한다(단계 S53,S54). 그 결과, 에러가 없게되면(NO), 다중화 테이블을 나타내는 비트 등의 8비트를 취출한다. 그러

나, 거기에서도 에러가 남아있는 경우(YES)에는 MUX패킷을 폐기한다(단계 S55).

더욱이, 도 8의 복호순서에 있어서, 복호처리에 따른 지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패리티·인버터에서 헤더 H2로부터 헤더

H1을 복원하는 과정(단계 S46)으로부터, 헤더 H1과 헤더 H2를 조합시켜 에러정정을 행하기 전까지의 과정(단계 S53)을,

패킷 수신후에 곧바로 헤더(H1)의 처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헤더 H1, H2의 구성에 관해서는, 예컨대 S.Lin,

D.Costello저의 문헌 "Error Control Coding", Prentice Hall Inc., 1983을 참조).

(2) 헤더 H1과 헤더 H2는 모두 부호화율 1/2의 컨벌루셔널(convolutional) 부호화를 행한 후, 소정의 부호화율 r′(r′＞1/

2)로 펑크쳐화(punctured) 한 것으로 한다. 더욱이, 펑크쳐화는, 부호화 한 후에 소정의 비트를 제거함으로써 부호화율이

높은 부호를 생성하는 처리이다.

여기서, 헤더 H1과 헤더 H2의 펑크쳐화 하는 비트패턴이 역의 관계가 되도록 한다. 즉, 헤더 H1에서 펑크쳐 한 비트를 헤

더 H2에서는 남기고, 헤더 H1에 남아있던 비트중 초기의 1비트를 없애 H2에서 펑크쳐 한다. 이 경우의 헤더의 복호순서

를 도 9에 나타낸다.

도 9에 있어서, 우선 헤더(H1)의 에러정정을 비터비(Viterbi) 복호 등의 부호화율 r′의 컨벌루셔널부호의 복호순서를 이용

하여 행한다(단계 S61). 그리고, CRC를 이용하여 에러검출을 행한다(단계 S62, 단계 S63). 그 결과,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NO), 헤더(H1)에 기록되어 있는 다중화 테이블의 내용을 기초로 MUX패킷으로부터 각 미디어 정보를 취출한

다. 만약, 에러가 검출되면(YES), 다음에 헤더 H2의 에러정정을 헤더 H1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해(단계 S64), 에러검출을

행한다(단계 S65,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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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NO), 다중화 테이블의 내용을 기초로 MUX패킷으로부터 각 미디어 정보를 취출한

다. 여기에서도 또한 에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YES)는, 헤더 H1과 헤더 H2를 조합시켜 부호화율 1/2의 컨벌루셔

널부호의 복호를 행한다(단계 S67). 그리고, 에러정정의 결과에 대해 에러검출을 행해(단계 S68,S69), 에러가 모두 정정된

것으로 판단되면(NO), 다중화 테이블의 내용을 기초로 MUX패킷으로부터 각 미디어 정보를 취출한다. 그래도 또한 에러

가 존재할 경우(YES)는, 복구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MUX패킷을 폐기한다(단계 S70).

도 10a에 상기 (2)의 구성법에 기초한 MUX패킷의 구체예를 나타낸다. 도 10a에 있어서, 헤더 H1, H2는 각각 16비씩인

것으로 한다. 다만, 이들 16비트는 다중화 테이블을 나타내는 비트 등이 8비트와, CRC 3비트, 그리고 3비트의 0의 14비트

를 부호화율 1/2의 컨벌루셔널부호를 원부호로 하는 펑크쳐드(punctured) r=7/8의 컨벌루셔널부호화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서, 헤더(H1)의 펑크쳐 패턴은 도 10b에 나타낸 펑크쳐 매트릭스의 '1'에 대응하는 비트를 남기고, '0'에 대응하는 비

트를 솎아냄으로써 생성되고, 헤더(H2)의 평크쳐 패턴은 도 10b에 나타낸 펑크쳐 매트릭스의 X1, Y1을 없애 '1'에 대응하

는 비트를 솎아내고, '0'에 대응하는 비트를 남김으로써 생성된다(컨벌루셔널부호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예컨대 이마이

(今井)저(著)의 문헌 "부호이론", 전자정보통신학회, 1990년을 참조).

도 11은 MUX패킷의 다른 구체적인 구성법의 기본개념을 나타낸 도면이다. MUX패킷은 길이 n비트의 고정길이를 기본으

로 하고, 동기를 취하기 위한 동기영역(Sync.), 다중화 테이블이 기록된 헤더(H1) 등의 다음에 음성, 데이터, 영상의 각 미

디어 정보가 소정의 비트수(k1,k2,k3비트)씩 합계 k비트, 그리고 헤더(H2)로부터 구성된다. 여기서, 헤더 H1과 H2는 상

술한 (1) 또는 (2)의 어느것인가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도 12는 어떤 시간 t, t+1, t+2에 있어서의 MUX패킷을 나타낸다. 도 12에 있어서, 시간 t에 있어서의 패킷 t는 패킷 t-1

의 헤더 H1과 패킷 t의 헤더 H2를 갖고, 시간 t+1에 있어서의 패킷 t+1은 패킷 t의 헤더 H1과 패킷 t+1의 헤더 H2를 갖

는다. 이와 같이 H1과 H2를 분리함으로써, 시간 디버시티 효과(time diversity effect)를 갖게할 수 있어 페이딩 등의 전

송로의 열화요인의 영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여기에서는 패킷 t의 헤더(H1)를 패킷 t+1에서 갖게한 예에 대해 기술했지만, 패킷 t+2, 패킷 t+3 등에 갖게하는 것

도 가능하다.

상술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MUX패킷의 헤더에 에러정정능력을 갖게하고 있기 때문

에, 이동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의 열악한 전송로 상태에 있어서도 MUX패킷으로부터 각 미디어 정보를 취출할 수 있도

록 되고, MUX패킷의 폐기될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헤더를 분리하여 복수회 송신하고, 그들중 어떤것도 원래의 헤더가 재생할 수 있도록 에러정정 부호화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딩 등의 전송로 변동에 대해서도 시간 디버시티 효과를 갖게할 수 있고, 이에 의해 효율이 좋은 헤더를

재생할 수 있다.

더욱이, 헤더 정보에 부가하는 에러정정부호로서는 기타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된다.

즉, 도 14에 나타낸 것은 헤더 H1의 MC필드 및 HEC필드에 대해 BCH(15,7)부호를 부가한 것이다.

또한, 도 15에 나타낸 것은 헤더(H1)의 MC필드 및 HEC필드에 대해 BCH(15,7)부호를 부가하고, 또 이 MC필드, HEC필

드 및 BCH(15,7)부호에 대해, BCH(31,16)부호의 단축부호인 BCH(30,15)부호를 더 부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도 16에 나타낸 것은 헤더(H1)의 PM, MC필드, HEC필드 및 CRC부호에 대해 BCH(31,16)부호의 단축부호인

BCH(27,12)부호를 부가하고, 또 이 PM, MC필드, HEC필드, CRC부호 및 BCH(27,12)부호에 대해, BCH(63,36)부호의

단축부호인 BCH(54,27)부호를 더 부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에러정정방식을 채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얻어진다. 즉, 예컨대 도 15에 나타낸 본 발명의 방식의 특성

을 계산기 시뮬레이션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 18 및 도 19에 나타냈다. 비교의 대상으로서는 현(現)H.223/A에 기

재되어 있는 종래의 방식, 결국 BCH(31,16)부호에 HEC 5비트, CRC 7비트를 이용한 방식(도 17)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사용하고 있는 에러정정부호가 모두 BCH(31,16)부호이고, MC 4비트를 없앤 나머지 비트의 활용법만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발명 방식의 복호순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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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두에 부가된 BCH부호를 에러검출에 사용하고, HEC와 함께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MC를 취출한다.

(ii) (i)에서 BCH(15,7)부호, HEC의 어느것인가의 체크로 에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후미에 부가된 15비트에 패

리티·인버터를 통해 MC 4비트, HEC 3비트, BCH(15,7) 패리티 8비트를 재생하고, 그 후 (i)와 동일한 처리를 행한다.

(iii) (ii)에서도 에러로 판정된 경우는, BCH(30,15)부호로 에러정정을 행한 후, BCH(15,7)부호로 또 에러를 정정하고,

HEC로 체크를 행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조건은 이하와 같이 정했다.

MUX-PDU길이; 평균 100옥테트(octet)의 가변길이 MUX-SDU+헤더길이

시뮬레이션 횟수; 1,000,000개의 MUX-PDU

에러패턴; GSM, DECT(14km/h)

평가기준은 다음 2가지의 조건을 이용했다.

제1조건; 가능한한 많은 MC를 올바르게 취출시킬 것.

제2조건; 제1조건하에서, 에러난 MC를 올바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시뮬레이션 결과

정복호율(Correct decoding rate); 1,000,000 MUX-PDU중, MC를 에러없이 올바르게 취출한 비율.

간과율(Overlooking rate); 1,000,000 MUX-PDU중, MC가 에러가 있는데도 올바르다고 판단한 비율.

복호에러 ; 1,000,000 MUX-PDU중, MC가 최후까지 에러가 있다고 판단되어 남은 비율.

도 18 및 도 19에서, 본 발명의 방식은 종래 방식에 비해 MC를 올바르게 복호할 수 있는 비율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개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에러간과율의 점에서는 CRC를 2중으로 걸치고 있는 종래 방식쪽이 우수하지만, 헤더보

호의 평가기준에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방식쪽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 도 14 및 도 15에 나타낸 방식에서는 헤더정보중 MC 및 HEC에 대해서만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하는 경우에 대

해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 방식에서는 패킷 마커(PM; packet marker)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예컨대 도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송신측에서 헤더에 대해 1비트의 PM비트를 3개 반

복하여 삽입하고 있다. 그리고, 수신측에서 수신한 상기 3개의 PM비트의 다수결을 취하고, 그 결과로부터 PM비트를 판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H.223에서 규정된 포맷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PM비트를 고정밀도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PM비트는, 분할가능 논리채널의 MUX-SDU의 종료를 마크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PM비트를 올바

르게 재생할 수 있는 점은 패킷을 정확히 수신재생하는 면에서 대단히 유효하다.

상기 PM 반복방식의 시뮬레이션 평가결과를 도 23 및 도 24에 나타낸다. 동 도면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식은

PM 1개만이 종래 방식에 비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에러 갯수가 개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조건을 이하에 나타낸다.

MUX-PDU 길이; 평균 약 20옥테트의 가변길이 MUX-SDU+헤더길이

시뮬레이션 횟수; 1,000,000개의 MUX-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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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패턴; GSM, DECT(14km/h)

(제2실시예)

상기 제1실시예에서는 헤더의 보호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에 있어서 정보를 고품질로 전송하는데는 페이로드·필 드(payload·field)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는, 패킷의 페이로드·필드에 삽입되는 복수 종류의 정보, 예컨대 음성, 데이터 및 화상의 3종류의 정보

에 대해 H.223의 포맷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이하,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컴퓨터 데이터에 대해서는 AL-SDU에 대해 GF(28)상(上)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부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음성에 대해서는, 그 제어필드(옵션 1옥테트)에 대해 8비트의 CRC부호를 부가하면서, AL-SDU 및 CRC에 대해 GF(28)

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부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화상에 대해서는, 제어필드가 1옥테트인 경우에는 시퀀스 번호(SN)에만 BCH(15, 7)부호를 부가하는 방식을, 또 제어필드

가 2옥테트인 경우에는 제어필드 전체에 BCH(31, 16)부호를 부가하는 방식을 각각 제안한다. 또한, 제어필드, AL-SDU

및 CRC에 대해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부가하는 방식도 제안한다.

송신유닛은, 수신유닛이 수신가능한 최대의 AL-PDU 사이즈를 넘지 않도록 AL-PDU의 크기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AL-PDU의 크기는, H.245 성능으로 규정되어 있다.

AL-PDU 길이를 정의하는 파라메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lv --- 비트단위에서의 AL-PDU의 길이,

t… --- 비트단위에서의 AL-SDU*의 길이,

etarget --- 옥테트단위에서의 SRS코드의 정정능력,

lh --- 비트단위에서의 제어헤더(CF)의 길이,

lCRC --- 비트단위에서의 CRC의 길이,

도 54는 본 제2실시예에서의 페이로드 보호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신호포맷이다.

도 54에 있어서, AL-SDU는 그 길이가 H.223으로 정의된 고정길이(255-2e)보다 긴 경우에 복수로 분할된다. 즉, 프레임

전송모드에 있어서 Open Logical Channel 메시지에 의해 분할수순의 사용이 알려진 경우에, 어댑테이션·레이어

(adaptation layer)에서는 AL-SDU가 1개 또는 복수의 AL-SDU로 분할된다. 이 분할수순은 수신할 때에 필수이다. 또한,

Open Logical Channel 메시지는 H.245에서 규격된 제어명령중 하나이다.

다음에, 상기 분할된 각 AL-SDU에 대해 CRC(Cyclic Redundancy Check)부호가 부가된다. 즉, CRC부호는 AL-SDU*

전체에 대해 에러검출기능을 제공한다. CRC부호는, 에러정정 부호화 수순이 행해지기 전에 AL-SDU에 부가된다. CRC

는, 에러정정 알고리즘의 복호화 수순이 에러 프리(error free)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유닛에서 사용된다. CRC

길이로서는, 8, 16, 24 및 32비트가 제공되고, 이들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는 Open Logical Channel 수순에 의해 지정된

다. CRC는, Recommendation H.223의 7.3.3.2.3에서 설명되고 있는 수순에 따라 평가된다.

다음에, 상기 CRC가 부가된 AL-SDU에 대해 단축 리드·솔로몬(SRS) 부호가 부가된다. 즉, 송신유닛에서 AL-SDU*와

CRC필드와의 연결필드에 대해 SRS 부호화가 실시되고, 이에 의해 AL-PDU가 작성된다. CRC필드의 SRS 부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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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필드를 나타내는 다항식의 최고위의 항으로부터 시작된다. 수신유닛에서는, AL-SDU*와 CRC필드의 연결필드는

SRS 복호화에 의해 재구축된다. 이 부호는 체계적이기 때문에, 수신유닛에서는 SRS복호를 행하지 않고, 수신한 비트 스트

림으로부터 CRC보호된 AL-SDU*를 직접 추출할 수 있다.

갈루아(Galois) 필드 (GF; 28)상에서 정의되어 있는 SRS부호는 생성다항식

g(x) = (x-α)(x-α2)…(x-α2e target)

으로부터 얻어진다. 여기에서, αi(0≤i≤254)는 원시 다항식

m(x) = x8+x4+x3+x2+1

의 근을 가리키고 있다.

도 55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한 SRS 인코더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블록도이다. 동 도면에 있어서, 메시지 시퀀스(u;

uk-1, uk-2,… u1, u0)의 각 요소는 옥테트단위에서의 AL-SDU*의 요소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AL-SDU*의 길이는 t =

8k를 만족시킨다. 패리티 체크(parity check) 다항식 p(x)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1)

여기에서, u(x)는 메시지 다항식을 가리키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2)

상기 (2-1)식 및 (2-2)식으로부터 코드 다항식 c(x)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2-3)

예컨대, e target = 2, u = (u3, u2, u1, u0) = (α2α 4α7α11)의 경우에는 생성 다항식 g(x)는 다음과 같이 된다.

g(x) = (x-α)(x-α2)(x-α3)(x-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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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α76x3+α251x2

+α81x+α10 ...(2-4)

메시지 시퀀스 u = (α2α4α7α11)의 각 요소는, 옥테트단위에서의 AL-SDU*의 요소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패리티 체크

다항식 p(x)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x) = x4(α2x3+α4x2+α7x+α11)mod g(x)

= α112x3+α7x2+α173x+α224 ...(2-5)

상기 (2-4)식 및 (2-5)식으로부터 코드 다항식 c(x)는 다음과 같이 된다.

c(x) = α2x7+α4x6+α7x5+α11x4

+α112x3+α7x2+α173x+α224 ...(2-6)

따라서, 코드 시퀀스 c = (α2, α4, α7, α11, α112, α7, α173, α224)가 얻어진다. 도 56은, 이 예를 실현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한 SRS 인코더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AL-PDU의 길이(lv)는 다음 식에서 구할 수 있다.

...(2-7)

다만, 파라메터(lV, t, lCRC)는 바이트 얼라인드(byte-aligned)로 되어야만 한다. 또한, 식 (2-7)은 송신유닛에 의해 사용되

지 않으면 안된다. 수신유닛에서는, AL-SDU*t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2-8)

또한, 상기 (2-7)식도 또는 (2-8)식도 다음 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옥테트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지금 가령 수신

유닛이 t = 378비트(47옥테트), e target = 2, lh = 24비트(3옥테트), lCRC = 16비트(2옥테트)의 AL-SDU*를 전송하려고

한다.

식 (2-7)을 사용하면, AL-PDU의 길이는 lv = 56옥테트이다. 순간 레이트(rresult)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rresult = (t+lCRC)/(lv-lh)

이 예에서는, 순간 레이트(rresult) = 49/53≒0.9245로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실시예에서는 소정 길이마다 분할한 각 AL-SDU에 먼저 CRC부호를 부가하고, 더욱이 이 AL-

SDU 및 CRC부호의 연결필드를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이용하여 옥테트단위로 에러정정 부호화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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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문에, H.223과의 정합성을 유지한 다음에 AL-PDU 페이로드에 높은 버스트(burst) 에러정정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 헤더뿐만 아니라 AL-PDU 페이로드를 전송에러로부

터 확실히 보호하여, 신뢰성이 높은 통신을 실현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실시예에서는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인코더를 사용하여 AL-SDU의 에러정정 부호화 처리를 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변길이의 AL-SDU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화상데이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통

신에서는 화상의 부호화 방식에 가변길이 부호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AL-SDU 길이는 프레임마다 변화한

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제2실시예와 같이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이 AL-SDU 길이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상기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화를 실현하는 인코더에는, 예컨대 도 5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프트 레지

스터를 이용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는 이 인코더에 AL-SDU를 입력할 때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시

지 요소를 uk-1, uk-2, …, u1, u0의 순서대로 입력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종래 사용되고 있는 범용의 시프

트 레지스터형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하여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화 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도 20 및 도 21은, 이상 설명한 방식에 의한 에러율의 발생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 시뮬레이

션 결과는 H.223/A의 컨벌루셔널부호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 데이터의 경우에 대해 재송(再送)을 행하지 않고

에러율을 어느정도 개선시키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동 도면에서 명확해진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식에 의하면 컨벌루셔널

부호를 사용하여 정보데이터를 보호하는 종래의 방식에 비해 우수한 에러율 특성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시뮬레이션의 조건을 이하에 나타낸다.

MUX-PDU 길이; 평균 약 40옥테트의 가변길이 AL-PDU+에러정정부호

시뮬레이션 횟수; 10,000개의 MUX-PDU

에러패턴; GSM, DECT(14㎞/h)

동기와, 헤더의 에러는 없다고 가정

또한, 단축화 리드·솔로몬 인코더의 다른 구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된다. 즉, 먼저 가변길이 부호화 된 AL-SDU

및 CRC의 연결필드의 길이를 고정길이(255바이트)와 비교하고, 고정길이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AL-SDU+CRC에

널(null)부호(0)열을 부가하여 AL-SDU+CRC의 길이를 고정길이와 같게 한다. 다음에, 이 길이가 고정화된 AL-SDU 및

CRC의 연결필드를 그 선두의 요소로부터 u0, u1, uk-2, uk-1의 순서대로 도 55에 나타낸 인코더에 입력하여 부호화 한다.

그리고, 이 부호화 된 AL-PDU로부터 고정길이화 하기 위해 부가된 상기 널부호열을 삭제하여 단축화 부호로 하여 송신시

킨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도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화를 실현할 수 있다.

(제3실시예)

도 25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MUX패킷의 개략 구성도이다.

MUX패킷에는, +1 혹은 -1의 값을 취하는 C = [c(1), …, c(7)]로 표시되는 7비트의 헤더, 즉 제어비트가 배치되어 있고,

이 제어비트에는 음성, 데이터, 화상 등의 미디어 정보를 비트열상에 다중할 때의 각각의 비트수 등 각종의 제어정보가 얻

어지고 있다. 수신측에서, 이들 제어비트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으면 다중된 음성, 데이터, 화상 등의 미디어 정보를 분리

하여 재생할 수 없다.

그래서, 송신측에서는 7비트의 제어비트에 P = [p(1), …, p(8)]로 표시되는 8비트의 패리티(1)를 BCH(15, 7)의 부호화

규칙에 따라 생성한다. 그리고, 이들 7비트의 제어비트(C)와 8비트의 패리티(1P)를 합한 15비트에 대해 Q = [q(1), …, q

(15)]로 표시되는 15비트의 패리티(2)를 단축 BCH(30, 15)의 부호화 규칙에 따라 생성한다. 또한, BCH부호의 상세화는,

예컨대 이마이 히데키의 "부호논리" 1990년 (주)코로나사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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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7비트의 제어비트에 대해 8비트의 패리티(1)와 15비트의 패리티(2)가 부가되고, 이에 의해 30비트의 부호화 제

어비트 T = [t(1), …, t(30)]가 생성된다. 단,

(수식 1)

t(j) = c(j), j = 1, …, 7

t(j+7) = p(j), j = 1, …, 8

t(j+15) = q(j), j = 1, …, 15

이다.

그리고, 상기 30비트의 부호화 제어비트(T)를 합하여 송신하지 않고, 8비트의 패리티(1)의 최후 비트와 15비트의 패리티

(2)의 선두 비트의 사이에 음성(A1)비트, 데이터(A2)비트, 화상(A3)비트로 이루어진 합계 A = A1+A2+A3비트의 미디

어 정보비트를 끼워 송신한다. 즉, 패리티(1)와 패리티(2)를 시간적으로 간격을 두어 배치하여 송신한다.

한편, 수신측에서는 상기 30비트의 부호화 제어비트(T)와, A비트의 정보비트를 각각 수신한다. 수신비트는, 송신비트에

전송로상에서 잡음이 부가된 것이다. 즉, 수신한 부호화 제어비트는 송신한 부호화 제어비트 T = [t(1), …, t(30)]에 잡음

성분 G = [g(1), …, g(30)]가 부가된 것으로, R = [r(1), …, r(30)]로 표시된다. 단,

(수식 2)

r(j) = t(j)+g(j), j = 1, …, 30

이다.

그러나, 판정기에서

(수식 3)

에 따르고, D[d(1), …, d(30)]를 얻으면 잡음성분이 클수록 판정에러를 발생시킨다. 에러가 BCH부호의 복호능력을 초월

하면, 제어비트에 정정되지 않은 비트에러를 포함하게 되어 특성이 열화된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판정수단은 이용하지

않는 쪽이 좋다.

그래서,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는 잡음에 대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복호법에 기초하여 복호한다.

30비트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T)중, 제어비트는 t(1)=c(1), …, t(7)=c(7)의 7비트이고, 각각이 +1 혹은 -1의 값을 취하

기 때문에 전부 27가지이다. 이들 이외에는, 제어비트로부터 정해지는 패리티비트이기 때문에, 패리티(1) P = [t(8) =p(1)

, …, t(15)=p(8)], 패리티(2) Q = [t(16) =q(1), …, t(30)=q(15)]도, 또한 이들을 모두 합한 30비트의 송신부호화 제어비

트 T = [t(1), …, t(30)]도, 모두 27가지이다.

우선, 수신부호화 제어비트중, r(1), …, r(15)에 대해 27가지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 t(1), …, t(15)와의 거리(δ1)를

(수식 4)

δ1 = (r(1)-t(1))2+…+(r(15)-t(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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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클리드 거리의 계산으로부터 구한다. 그리고, 이에 의해 얻어진 27가지의 δ1중, 최소치(δmin1)를 취할 때의 송신부호

화 제어비트 Tmin1 = [t(1), …, t(15)]를, 수신부호화 제어비트 r(1), …, r(15)로부터 추정되는 가장 확실한 송신부호화

제어비트인 것으로 간주하여 선택한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신부호화 제어비트중, r(16), …, r(30)에 대해 27가지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 t(16), …, t(30)과의

거리(δ2)를

(수식 5)

δ2 = (r(16)-t(16))2+…+(r(30)-t(30))2

으로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이에 의해 얻어진 27가지의 δ2중, 최소치(δmin2)를 취할 때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 Tmin2 =

[t(15), …, t(30)]를, r(16), …, r(30)으로부터 추정되는 가장 확실한 송신부호화 제어비트인 것으로 간주하여 선택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선택한 δmin1, δmin2를 비교하고, 이들중 최소치를 구한다. 이 결과, 예컨대 δmin1이 최소인 경우에는

Tmin1 = [t(1), …, t(15)]의 최초 7비트 t(1)=c(1), …, t(7)=c(7)로부터 가장 신뢰성이 높은 송신제어비트를 얻는다.

한편, δmin2이 최소인 경우에는 처리가 다르다. 즉, t(15), …, t(30)은 t(1), …, t(15)에 대해 BCH(30, 15)의 부호화 규칙에

기초로 변환하여 얻은 것이다. 이 때문에, t(15), …, t(30)에 역변환을 실시하면 t(1), …, t(15)를 얻을 수 있어, 그 최초의

7비트로부터 c(1), …, c(7)을 얻을 수 있다. 즉, Tmin2 = [t(15), …, t(30)]으로부터 역변환에 의해 가장 신뢰성이 높은

송신제어비트 t(1)=c(1), …, t(7)=c(7)를 얻는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멀티미디어 다중을 위한 제어비트와의 전송에 있어서 수신부호화 제어비트와, 고려하여 얻

어지는 송신부호화 제어비트의 거리의 복수 종류의 최초치중에서 최적인 것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신뢰성이 높은 송신제

어비트를 재생하고 있다. 또한, 패리티(1)와 패리티(2)는 시간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패리티

(1)에는 부가잡음이 많지만 패리티(2)에는 부가잡음이 적거나 혹은 그 역의 경우가 생기고, 시간 디버시티(diversity) 효과

가 생겨 정밀도가 높은 제어비트의 재생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상 설명한 제3실시예에서는 7비트의 송신제어비트에 대해 8비트의 패리티(1)를 BCH(15, 7)에 의해 생성하고, 더

욱이 15비트의 패리티(2)를 BCH(30, 15)에 의해 생성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임의의 비트수의 송신제어비트에 대해

다른 부호화법에 의한 패리티(1, 2)의 생성이 가능하다.

예컨대, 도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리티(2)를 생성한 후, 더욱이 다른 부호화법으로 패리티(3)를 부가하는 등 패리티를

다단구성으로 함으로써, 더 한층 정밀도가 높은 제어비트의 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제3실시예에서는 패리티(1)와 패리티(2)를 시간 간격을 두어 전송함으로써, 한쪽의 시간에서는 부가잡음이 많아도 다

른쪽의 시간에서는 부가잡음이 적으면, 시간 디버시티에 의해 특성이 개선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반드시 이 시간 디버시

티 효과를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도 2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리티(1)와 패리티(2)를 주파수 간격을 두어 전송하도록 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한

쪽 주파수에서는 부가잡음이 많아도 다른쪽 주파수에서는 부가잡음이 적으면, 주파수 디버시티 효과에 의해 고품질의 수

신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펙트럼 확산통신으로의 응용에 있어서, 예컨대 도 2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리티(1)와 패리티(2)를 다른 확산부

호로 확산시켜 전송하도록 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간섭신호가 한쪽 확산부호와의 상관이 강하더라도, 다른쪽 확산부호와

는 상관이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수신데이터를 고품질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4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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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UX패킷에는 +1 혹은 -1의 값을 취하는 C = [c(1), …, c(7)]로 표시되는 7비트의 제

어비트가 있고, 수신측에서 이 제어비트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으면, 다중된 음성, 데이터, 화상 등의 미디어 정보를 분리

하여 재생할 수 없다.

그래서, 송신측에서는 7비트의 제어비트에 P = [p(1), …, p(8)]로 표시되는 8비트의 패리티(1)를 BCH(15, 7)의 부호화

규칙에 따라 생성한다. 그리고, 이들 7비트의 제어비트(C)와 8비트의 패리티(1)를 합한 15비트에 대해 Q = [q(1), …, q

(15)]로 표시되는 15비트의 패리티(2)를 단축 BCH(30, 15)의 부호화 규칙에 따라 생성한다.

이 결과, 7비트의 제어비트에 8비트의 패리티(1)와 15비트의 패리티(2)가 부가되어 30비트의 부호화 제어비트 T = [t(1),

…, t(30)]가 생성된다. 단,

(수식 6)

t(j) = c(j), j = 1, …, 7

t(j+7) = p(j), j = 1, …, 8

t(j+15) = q(j), j = 1, …, 15

이다.

또한, 상기 30비트의 부호화 제어비트(T)를 합하여 송신하지 않고, 8비트의 패리티(1)의 최후 비트와 15비트의 패리티(2)

의 선두 비트 사이에 음성(A1)비트, 데이터(A2)비트 및 화상(A3)비트로 이루어진 합계 A = A1+A2+A3비트의 정보비트

를 끼워 송신한다. 즉, 패리티(1)와 패리티(2)를 시간적으로 간격을 두어 배치하여 송신한다.

한편, 수신측에서는 30비트의 부호화 제어비트와, A비트의 정보비트를 각각 수신한다. 수신비트는, 송신비트에 전송로상

에서 잡음이 부가된 것으로 실수치를 나타낸다. 즉, 수신한 부호화 제어비트는 송신한 부호화 제어비트 T = [t(1), …, t

(30)]에 잡음성분 G = [g(1), …, g(30)]가 부가된 것으로, R = [r(1), …, r(30)]로 표시된다. 단,

(수식 7)

r(j) = t(j)+g(j), j = 1, …, 30

이다.

그러나, 판정기에서

(수식 8)

에 따르고, D[d(1), …, d(30)]를 얻으면 잡음성분이 클수록 판정에러를 발생시킨다. 에러가 BCH부호의 복호능력을 초월

하면, 제어비트에 정정되지 않은 비트에러를 포함하게 되어 특성이 열화된다.

그래서,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서는 잡음에 대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판정치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복호한다. 즉, 수신부

호화 제어비트 R = [r(1), …, r(30)]로부터, 판정치 D = [d(1), …, d(30)]의 신뢰성의 추정을 이하와 같이 행한다.

30비트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T)중, 제어비트는 t(1)=c(1), …, t(7)=c(7)의 7비트이고, 그 각각이 +1 혹은 -1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전부 27가지이다. 이들 이외에는, 제어비트로부터 정해지는 패리티비트이기 때문에, 패리티(1) P = [t(8)

=p(1), …, t(15)=p(8)], 패리티(2) Q = [t(16)=q(1), …, t(30)=q(15)]도, 또한 이들을 모두 합한 30비트의 송신부호화 제

어비트 T = [t(1), …, t(30)]도, 전부 27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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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부호화 제어비트(T)는 27가지이지만, 여기에서 j번째(j = 1, 2, …, 30)의 요소 t(j)에 대해 고려한다. t(j)가 +1인 T는

26가지이고, 마찬가지로 t(j)가 -1인 송신부호화 제어비트 T도 26가지이다.

30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가중 파라메터 W(w(1), …, w(30)]를 정하고, 초기치를 w(j) = 0.0, j = 1, 2, …, 30으로 한다.

또한, 30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소프트 출력 S = [s(1), …, s(30)]을 정하고, 초기치를 s(j) = r(j), j = 1, 2, …, 30으로 한

다. 단, r(j)는 수신부호화 제어비트 R = [r(1), …, r(30)]의 j번째의 요소이다. 가중 파라메터(W) 및 소프트 출력(S)은, 이

하에 설명하는 반복 프로세스에 의해 수정된다. 프로세스 유닛은 M, N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실행된다.

단계 1 : M=1, N=30

단계 2 : M=1, N=15

단계 3 : M=16, N=30

이 3회의 단계를 구성하는 프로세스 유닛은, 도 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계 S85, 단계 S86, 단계 S87에 의해 반복된다.

프로세스 유닛의 처리내용을 도 26에 나타낸다.

프로세스 유닛은, 프로덕트(product) 코드의 반복 복호화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에도 기인한다. 즉, 우선 단계 S80에서 소프

트 입력 V[v(1), …, v(30)]에 대해,

(수식 9)

v(j) = r(j)+αw(j), j = M, …, N

을 계산한다. 단, α는 실수값의 계수이다.

다음에, 단계 S81에서 소프트 입력 v(M), …, v(N)에 대해 27가지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 t(M), …, t(N)중, 요소 t(j) (j =

M, …, N)가 +1인 26가지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와의 유클리드 거리(δj+1)를

(수식 10)

으로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얻어진 26가지의 유클리드 거리중 최소인 것을 δminj +1로 정의하고, 또한 그때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를 tj+1(M), …, tj+1(N)으로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단계 S82에서 수신부호화 제어비트 r(M), …, r(N)에 대해 27가지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 t(M), …, t(N)중

요소 t(j) (j = M, …, N)가 -1인 26가지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와의 거리(δj-1)를

(수식 11)

으로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얻어진 26가지의 유클리드 거리중 최소인 것을 δminj -1로 정의하고, 또한 그때의 송신부호화

제어비트를 tj-1(M), …, tj-1(N)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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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부호화 제어비트(R)를 수신하고, 그 요소 r(j)를 d(j) = +1로 판정했을 때, 그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δminj-1이 가능한

한 커지면서 δminj+1이 가능한 한 작은 경우이다. 역으로, 요소 r(j)를 d(j) = -1로 판정했을 때, 그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δminj+1이 가능한 한 커지면서 δminj-1이 가능한 한 작은 경우이다.

여기에서, 전송되는 송신심볼의 t(j)의 대수 우도비(對數 尤度比, LLR; Log Likelihood Ratio)는 다음 식에 의해 정의된다.

(수식 11-1)

,

여기에서, Pr[t(j)=+1/R]은 수신심볼열(R)에 대해 j번째의 송신심볼 t(j)가 1일 확률이다. 마찬가지로, Pr[t(j)=-1/R]은 t

(j)가 -1일 확률이다.

δminj+1과 δminj-1을 사용하면, 다음 식과 같은 LLR(j)의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수식 12)

이와 같이 정의하면, d(j) = +1로 판정했을 때, 그 신뢰성이 높은 만큼 u(j)는 정(正)의 큰 값을 취한다. 역으로, d(j) = -1로

판정했을 때, 그 신뢰성이 높은 만큼 u(j)는 절대치가 큰 부(負)의 값을 취한다. 따라서, u(j)는 신뢰도를 고려한 판정결과를

나타낸다. u(j)는,

(수식 13)

로 하면,

(수식 14)

로 고쳐 쓸 수 있다. 동 식에 있어서, 우변 제2항이 신뢰도를 좌우하는 파라메터이다. 이를 이용함으로써, 단계 S83에서 가

중(weighting) 파라메터 w(j)를

(수식 15)

와 같이 수정한다. 마찬가지로, 단계 S84에서 소프트 출력 s(j)를

(수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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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j)+αw(j), j = M, …, N

과 같이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처리단위의 반복이 행해진다. 그리고, s(1), …, s(7)에 대해 0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결과가 재생한 제어비

트이다.

이상의 처리단위의 반복과정에서, 각 수신부호화 제어비트는 서서히 신뢰도가 증가해 간다. 단계 1에서는, 패리티(1, 2)를

포함하여 처리가 이루어지고, 또한 단계 2에서는 패리티(1)만을 포함하여 처리가 이루어진다. 더욱이, 단계 3에서는 패리

티(2)만을 포함하여 처리가 행해진다.

또한, 패리티(1, 2)는 시간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패리티(1)에는 부가잡음이 많지만, 패리티

(2)에는 부가잡음이 적은 경우, 혹은 그 역의 경우가 일어난다. 즉, 시간 디버시티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쪽으로부터

얻은 신뢰도 정보의 정밀도가 낮더라도, 다른쪽으로부터 얻은 신뢰도 정보의 정밀도가 높으면 정밀도가 높은 제어비트의

재생이 이루어진다.

또, 제4실시예에서는 계수α의 크기에 따라 반복처리에서의 수정의 강도가 결정된다. α는 일정해도 좋고, 혹은 단계마다 또

는 반복의 과정에서 변경해도 좋다. 예컨대, 반복 초기의 단계에서는 추정한 신뢰도의 정밀도가 반드시 높지 않기 때문에 α

는 0에 가까운 값으로 되고, 반복에 따라 서서히 1에 가깝게 하는 수법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상 설명한 제4실시예에서는 신뢰도를 높이는 처리를 단계 1, 단계 2 및 단계 3의 순서대로 반복했지만, 순번은 이

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3개의 단계 1, 단계 2, 단계 3은 반드시 전부 이용하지 않아도 좋다. 예컨대, 단계 1과 단계 2만

을 이용해도 좋다. 혹은, 반복 도중에 단계의 갯수를 변경해도 좋다. 예컨대, 단계 1에서는 패리티(1, 2)를 포함하여 처리를

행하고, 단계 2에서는 패리티(1)만을 포함하여 처리를 행하며, 단계 3에서는 패리티(2)만을 포함하는 처리를 행한다. 처리

의 반복은, 되도록이면 부가잡음이 적은 패리티를 포함하는 단계를 이용하는 쪽이 정밀도의 면에서 바람직하고, 상황에 따

라 단계를 선택하여 변경함으로써 특성이 더욱 개선된다.

더욱이, 제4실시예에서는 7비트의 송신제어비트에 대해 8비트의 패리티(1)를 BCH(15, 7)에 의해 생성하고, 더욱이 15비

트의 패리티(2)를 BCH(30, 15)에 의해 생성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임의의 비트수의 송신제어비트에 대해 다른

부호화법에 의한 패리티(1, 2)의 생성이 가능하다.

또한, 본 제4실시예에 있어서도 도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리티를 다단구성으로 해도 좋고, 이와 같이 하면 더 한층 정밀

도가 높은 제어비트의 재생이 실현된다. 더욱이, 도 2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리티(1, 2)를 주파수 간격을 두어 전송함으

로써 주파수 디버시티 효과에 의한 수신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또한 도 2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리티(1, 2)를 다른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전송함으로써 수신품질의 향상을 도모해도 좋다. 혹은, 상기 각 방식을 조합시킬 수도 있다.

(제5실시예)

본 발명의 제5실시예는, 에러보호를 헤더에 한정시키지 않고 컴퓨터 데이터, 음성, 화상 등의 각 정보신호에 대해 실시하

는 경우의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30 및 도 31은, 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신호의 구성도이다. 지금, 가령 MUX패킷중에 도 30에 나타낸 바와 같

이 11×11=121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정보신호가 있다고 하자. 이 정보신호에는, 컴퓨터 데이터, 음성, 화상이 포함되어 있

다.

송신측 장치는, 이 정보신호를 우선 인터리브기(interleaving unit)에 의해 수평방향 11개, 수직방향 11개의 요소로 이루어

진 2차원의 배열로 배치한다. 인터리브에는, 전송로에서 더해지는 버스트 에러를 확산하여 랜덤화 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에, 상기 2차원으로 배치한 요소에 대해 도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블록단위로 패리티를 부여한다. 즉, 먼저 수평방향

의 각 정보블록에 주목하고, 11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정보블록마다 4개의 패리티신호를, 예컨대 BCH(15, 11)의 부호화측

에 따라 부여한다. 다음에, 수직방향의 각 정보블록에 주목하고, 마찬가지로 11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정보블록마다 4개의

패리티신호를, 예컨대 BCH(15, 11)의 부호화측에 따라 부여한다. 이 처리에 의해,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합계 11×4=44개

의 패리티신호가 부여되고, 마찬가지로 수직방향에 대해서도 합계 11×4=44개의 패리티신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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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정보신호와 패리티신호를 합하여 121+44+44=209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송신부호화 신호가 생성된다.

이에 대해 수신장치는, 수신부호화 신호에 대해 먼저 제4실시예에서 설명한 복호방식, 즉 처리단위의 반복에 의해 각 비트

마다 판정치의 신뢰도를 구하여 부호판정을 행하는 복호방식을 이용하여 복호처리를 행한다. 단, 상기 제4실시예에서는

BCH(15, 7)부호를 이용했기 때문에 부호화 신호의 패턴이 27가지였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BCH(15, 11)부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호화 신호의 패턴이 211가지인 점이 다르다. 또한, 처리단위에 있어서는 M=1, N=15이다. 제4실시예에서

정의한 신호를 본 실시예에서는 2차원신호로 고려하여, 송신부호화 신호 t(I, j), 수신부호화 신호 r(i, j), 신뢰도 신호 w(i,

j), 입력신호 v(i, j), 출력신호 s(i, j)와 같이 된다.

각각 209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입력신호 v(i, j), 신뢰도 신호 w(i, j), 출력신호 s(i, j)에 대해 초기치를 이하와 같이 정한

다.

v(i, j) = 0.0

w(i, j) = 0.0

s(i, j) = r(i, j)

그리고, 단계 1에 있어서

v(i, j) = r(i, j)+αw(i, j), j = 1, …, 15

로 하고, 상기 제4실시예에서의 처리단위를 수평방향의 1번째로부터 11번째까지의 블록(i = 1, …, 11)에 대해 실행하여

전체 요소에 대해 신뢰도의 파라메터 w(i, j)를 구한다. 그리고, 출력신호 s(i, j)를

s(i, j)←s(i, j)+αw(i, j), j = 1, …, 15

과 같이 수정한다.

다음에, 단계 2에 있어서,

v(i, j) = r(i, j)+αw(i, j), j = 1, …, 15

로 하고, 제4실시예에서의 처리단위를 수평방향의 1번째로부터 11번째까지의 각 블록(j = 1, …, 11)에 대해 실행하여 전

체 요소에 대해 신뢰도의 파라메터 w(i, j)를 구한다. 그리고,

s(i, j)←s(i, j)+αw(i, j), j = 1, …, 15

와 같이 수정한다.

그렇게 하여, 단계 1과 단계 2를 반복하여 실행함으로써 전 요소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진 출력신호 s(i, j)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상기 반복의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반면 연산량과 처리시간은 증가한다.

그래서, 전체 요소에 대해 적당한 횟수의 반복연산을 종료한 후에는 전체 요소중 특히 높은 신뢰도, 즉 높은 에러보호가 요

구되는 요소에만 더 연산을 반복한다.

예컨대, 수평방향의 제1블록에 컴퓨터 데이터 등의 중요한 데이터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횟수의 반복연산 후

에 단계 1을 수평방향의 제1블록(i=1)에 대해서만 실행하고, 단계 2는 제1로부터 제11(j = 1, …11)까지의 수직방향의 각

블록에 대해 실행하며, 이후 이들 단계 1, 단계 2를 반복한다. 이 결과, 수평방향의 제1블록에 포함되는 요소는 단계 1과

단계 2의 양쪽에서 신뢰도 w(i, j)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평방향의 제1블록에 삽입된 컴퓨터 데이터는 신뢰성이

높은 복호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그 외의 블록의 요소에 대해 신뢰도 w(i, j)의 수정은 단계 2에 의해서만 행해지기 때

문에, 연산량이 저감되어 처리시간은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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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제5실시예에 의하면 전송정보중 중요성이 높은 데이터가 삽입된 블록에 대해서만 단계 1, 단계 2에 의해 신

뢰도의 수정이 행해지고, 그 외의 블록에 대해서는 단계 2에서만 신뢰도의 수정이 행해진다. 이 때문에, 모든 정보블록에

대해 단계 1 및 단계 2에 의해 신뢰도의 수정을 행하는 경우에 비해, 중요성이 높은 데이터의 수신품질을 높이 유지한 결

과, 짧은 처리시간으로 효율이 좋게 복호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제5실시예에 의하면, 모든 정보에 부가하는 패리티비트의 수는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컨대 중요성이 높

은 정보에는 다수의 패리티를 부가하고, 중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정보에는 소수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경우와 같이, 에

러정정의 강도의 단계수에 따라 각각의 정정능력의 에러정정부호기 및 에러정정 복호기를 각각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에

설치할 필요는 없어지고, 이에 의해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회로규모를 소형화 할 수 있다.

또한, 이상 설명한 제5실시예에서는 수평방향의 제1블록에 대해서만 단계 1 및 단계 2에 의한 신뢰도의 수정처리를 반복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수직방향의 제1블록에 대해 단계 1 및 단계 2에 의한 신뢰도의 수정처리를 실행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의 전체 블록중 특정한 복수의 블록이나, 1블록중의 특정요소에 대해서만 단계 1 및 단계

2에 의한 신뢰도의 수정처리를 실행하도록 해도 좋다.

더욱이, 에러정정부호로서는 BCH부호 이외에 리드·솔로몬 부호 등의 다른 블록부호나 컨벌루셔널부호를 사용해도 좋다.

또한, 상기 제3 및 제5실시예에서는, 송신부호화 신호의 모든 패턴과, 수신부호화 신호와의 거리를 직접 유클리드 거리의

계산에 의해 구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컨벌루셔널부호 등의 복호에 가끔 사용되는 트레리스(trelis) 구조를

이용한 거리계산을 사용해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은 미디어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에 있어서도 적용가능하다. 특히,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을 위한 표준화방식[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4]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되는

정보로서 그 표준화 방식의 것이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제6실시예)

본 발명의 제6실시예는, 음성데이터나 화상데이터, 컴퓨터 데이터 등의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수용하여

무선전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각종 정보데이터를 전송 에러에 대해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요부분과, 가령

잘못되었다고 해도 정보데이터의 수신재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비중요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상기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1 및 제2에러정정부호에 2중으로 부호화 하여 전송하고, 비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제2에러정정부호만

으로 부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이다.

도 32a 및 도 32b는, 본 실시예를 실현하기 위한 통신장치의 AL(Adaptation Layer)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 블록도로, 도

32a는 송신측의 AL처리부를, 도 32b는 수신측의 AL처리부를 나타내고 있다.

송신측의 AL처리부는, 중요부분(High QoS) 선택부(31)와, 제1부호화기(32), 제2부호화기(33) 및 AL헤더 부가부(34)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신측의 AL처리부는 AL헤더 검출부(41)와, 제2복호기(42), 제1복호기(43) 및, 복호데이터 처리부

(44)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이제 화상데이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화상데이터의 비트 스트림은 먼저 High QoS 선택부(31)

에 입력된다. High QoS 선택부(31)에서는, 도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화상데이터의 비트 스트림이 중요부분 (High

QoS부)과 비중요부분(Low QoS부)으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MPEG4 화상의 경우에는, RM(Resynchronization Marker),

MBA(Macroblock Address), QP(Quantiza tion Parameter) 등의 데이터가 중요부분으로 되고, 그 이외의 데이터가 비중

요부분으로 된다.

이 나누어진 화상데이터중 중요부분은, 제1부호화기(32)에 입력되어 에러정정 부호화 된다. 제1부호화기(32)로서는, 예컨

대 정정능력 t바이트를 갖는 GF(28)상의 리드·솔로몬(RS; Reed Solomon) 부호화기가 이용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RS부

호의 부호길이는 255바이트 고정이지만, 화상데이터의 중요부분의 길이는 가변길이면서 부호길이가 255바이트 보다도

짧은 것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RS부호를 단축화 하여 사용한다. 예컨대, 중요부분의 부호길이가 IHQ인 경우에는 단

축화(IHQ+2e, IHQ) RS부호를 사용한다. 단, IHQ+2e≤2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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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부호화기(32)로부터 출력된 중요부분의 부호화 화상데이터의 두부(頭部)에는, 그 부호길이를 나타내는 헤더(H; 1

바이트)가 부가된다. 이 헤더는, 도시한 바와 같이 중요부분(High QoS부)의 길이를 나타내는 8비트의 길이정보와, AL-

SDU중의 중요부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4비트의 위치정보 및, 12비트의 Golay(24, 12)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부호로 구

성된다.

또한, 이 헤더(H)가 부가된 중요부분의 부호화 화상데이터 및 상기 비중요부분의 화상데이터의 후미(後尾)에는 에러 검출

부호로서의 CRC와, 테일(tail)비트 (TB)가 각각 부가된다. TB는 제2부호화기(33)에서 실시하는 컨벌루셔널부호화를 위

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생성된 AL-SDU′는, 제2부호화기(33)에 입력되어 에러정정 부호화 된다. 이 제2에러정정 부호화에는 부호화

율 1/4의 컨벌루셔널부호가 사용된다. 또한, 이 컨벌루셔널부호화에 의해 얻어진 부호화 화상데이터열은 소정의 부호화율

(rtarget)로 되도록 펑크쳐(puncture)화 되고, 그런 후 AL 페이로드로서 AL헤더 부가부(34)에 입력된다. AL헤더 부가부

(34)에서는, 상기 AL 페이로드에 신호의 송신순서를 나타내는 번호 등을 포함하는 AL헤더가 부가되고, 이 AL헤더가 부가

된 AL 페이로드가 AL-PDU(Protocol Data Unit)로서 도시하지 않은 다중화부(MUX)에 입력된다.

다중화부에서는, 상기 화상데이터의 AL-PDU가 마찬가지로 다른 AL처리부에서 생성된 음성데이터의 AL-PDU 및 컴퓨

터 데이터의 AL-PDU와 더불어,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킷에 삽입된다. 그리고, 이 다중화 패킷이 변조된 후 무선부

로부터 무선전송로로 송신된다.

한편, 수신측의 통신장치에서는 무선전송로를 매개로 하여 전송된 다중화 패킷 신호가 수신복조된 후 분리부에 입력되고,

여기에서 화상데이터의 AL-PDU와, 음성데이터의 AL-PDU 및, 컴퓨터 데이터의 AL-PDU로 분리된다. 그리고, 이들

AL-PDU는 각각의 AL처리부에서 에러정정 복호된다.

예컨대, 화상데이터용의 AL처리부에서는 먼저 AL헤더 검출부(41)에서 AL헤더가 추출된다. 그리고, AL 페이로드가 역

(逆)펑크쳐화 된 후, 제2복호기(42)에 입력되어 여기에서 먼저 비터비(viterbi) 복호방식에 의해 에러정정 복호된다. 그리

고, 이 복호된 AL-SDU′는 그 헤더(H)의 내용을 기초로 중요부분의 부호화 화상데이터가 선택되고, 이 중요부분의 부호화

화상데이터가 제1복호기(43)에 입력되어 여기에서 RS복호된다. 또, 헤더에 생긴 부호에러는 에러정정부호[Golay(24,

12)부호]를 이용한 에러정정 복호에 의해 정정된다.

그리고, 복호데이터 처리부(44)에서 상기 RS복호된 중요부분의 화상데이터와 상기 AL-SDU′의 비중요부분의 화상데이터

에 의해 AL-SDU가 재생되고, 더욱이 이 AL-SDU로부터 화상데이터의 수신 비트 스트림이 재생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서는 정보데이터를 중요부분과 비중요부분으로 분리하여,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RS부

호화를 실시하고, 그런 후 이 부호화 된 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 및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에 대해 컨벌루셔널부호

에 의해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데이터의 중요부분을 2중의 에러정정 부호화에 의해 강하게 보호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전송품질이 열화된 무

선전송로를 매개로 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수신측에서 정보데이터를 올바르게 복호재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또

한, 정보데이터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2중의 에러정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데이터의 전체에 대해 이중의 에러

정정 부호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제6실시예에서는 RS부호화 후의 중요부분의 데이터의 부호길이를 나타내는 헤더(H)에 대해 CRC를 부가함으로

써, 에러검출기능을 갖게 하고 있기 때문에 AL-SDU′중의 중요부분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특정지울 수 있도록 되고, 이

에 의해 중요부분의 RS복호를 보다 정확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상 설명한 제6실시예에는 다음과 같은 변형예가 고려된다.

즉, 상기 제1부호화기(32)에서 정보데이터의 중요부분에 대해 행한 RS부호화는 컨벌루셔널부호화로 치환할 수 있다. 도

34는 이 컨벌루셔널부호화를 이용하는 경우의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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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송신측에서는 AL-SDU의 중요부분(High QoS)에 대해 우선 인터리브를 행하고, 이 인터리브 후의 중요부분의 정보데

이터에 그 부호길이를 나타내는 헤더부(H; 1바이트)와, CRC 및, 테일비트(TB)를 각각 부가한다. 다음에, 이 헤더(H) 등이

부가된 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의 전체에 대해 제1컨벌루셔널부호를 이용하여 컨벌루셔널부호화를 행하고, 이어서 필요에

따라 소정의 부호화율로 펑크쳐화 한다.

한편, 그와는 다르게 정보데이터의 중요부분 및 비중요부분의 양쪽을 포함하는 상기 AL-SDU의 전체에 대해 CRC 및 테

일비트(TB)를 각각 부가하여 AL-SDU′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AL-SDU′에 대해 제2컨벌루셔널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

정 부호화를 행하고, 이 부호화 된 AL-SDU′를 소정의 부호화율로 펑크쳐화 한다.

최후에, 상기 제1컨벌루셔널부호에 의해 부호화 된 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와, 상기 제2컨벌루셔널부호에 의해 부호화 된

AL-SDU′를 다중화 하여 AL 페이로드를 생성하고, 더욱이 이에 AL헤더를 부가하여 AL-PDU를 생성하여 송신에 제공한

다.

이에 대해 수신측에서는, 상기 제1컨벌루셔널부호에 의해 부호화 된 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 및 상기 제2컨벌루셔널부호

에 의해 부호화 된 AL-SDU′에 대해 각각 다른 복호기에서 복호처리가 행해지면서 양복호기간에서 중요부분의 정보에 대

해 반복 복호가 행해진다. 그리고, 이 복호처리에 의해 재생된 중요부분 및 비중요부분의 각 정보데이터는 합성되어 AL-

SDU로 되고, 이 AL-SDU 를 기초로 원(原)수신데이터의 비트 스트림이 재생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도, 정보데이터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2중의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전

송효율을 어느정도 확보한 결과, 정보데이터를 올바르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른 변형예로서 전송로의 상태를 감시하여 전송로 품질이 양호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도 32에서 설명한 제2부호

화기(33)에서의 컨벌루셔널부호의 부호화율(rtarget)을 1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하면, 제2부호화기(33)를 지나치는 상태

로 하여 AL-SDU′에 대한 컨벌루셔널부호화를 생략할 수 있다.

더욱이, 전송품질이 좋은 전송로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중화장치 및 분리장치로부터 각각 제2부호화기

(33) 및 제2복호기(42)를 제거해도 좋다. 이 경우의 다중화장치 및 분리장치의 회로구성을 도 35a와 도 35b에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원하는 품질을 얻기 위해 필요한 컨벌루셔널부호의 부호화율이 작아지고, 이에 의해 예컨대 이

동통신시스템과 같이 전송대역이 한정된 시스템에 있어서도 더 한층 고품질이면서 고비율의 정보전송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다중화장치 및 분리장치에서의 에러정정 부호화·복호처리를 간단화 할 수 있다.

또한, 도 33 및 도 34에 있어서 정보데이터의 중요부분에 대해 에러정정 부호화 하기 위해 이용한 RS부호 및 도 34에서 설

명한 제1컨벌루셔널부호는 다른 에러정정부호로 치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 설명한 제6실시예에서는 멀티미디어 다중정보전송시스템의 다중화장치 및 분리장치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

만, 본 제6실시예에서 설명한 정보데이터에 대한 에러정정방식은 그 외의 정보전송시스템에도 적용가능하다. 또한, 에러

정정방식 자체에는 다음과 같은 각종 실시예가 고려된다. 이하, 그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7실시예)

도 36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따른 에러정정 시스템의 에러정정 부호화 장치의 개략 구성도이다.

정보데이터는, 컴퓨터 데이터, 음성데이터, 화상데이터 등의 각종 미디어 정보이고, 이들 정보데이터는 도시하지 않은 정

보 분류부에서 보통 정도의 에러보호가 요구되는 제1정보신호열(레이어 1)과, 레이어(1)보다 강한 에러보호가 요구되는

제2정보신호열(레이어 2)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복수 종류의 미디어 정보를 다중전송하는 경우에는 레이어(1)의 정보에

는 음성데이터나 화상데이터가 분류되고, 레이어(2)에는 컴퓨터 데이터가 분류된다. 또한, 동일한 미디어 정보를 레이어

(1)와 레이어(2)로 나누어도 좋다. 예컨대, 화상데이터의 경우에는 각종 제어정보, 동작예측정보, 이산코사인변환(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의 저주파성분 등이 강한 에러보호가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레이어(2)로 분

류하고, 그 외 DCT의 고주파성분의 정보 등은 레이어(1)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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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레이어(1)로 분류된 제1정보신호열(S1) 및 레이어(2)로 분류된 제2정보신호열(S2)은, 제1부호화기(51)에 각각 입력

되고, 여기에서 예컨대 컨벌루셔널부호를 이용하여 합쳐져 에러정정 부호화 된다. 이에 의해, 제1검사신호열(E1)이 생성

된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의 각 정보신호열(S1, S2)중 보다 중요한 제2정보신호 열(S2)은 인터리브기(53)에서 정보요소의 순

번이 변경된 후 제2부호화기(52)에 입력되고, 여기에서 예컨대 컨벌루셔널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된다. 이에

의해, 제2검사신호열(E2)이 생성된다.

그리고, 상기 제1정보신호열(S1), 제2정보신호열(S2), 제1검사신호열(E1) 및 제2검사신호열(E2)은, 예컨대 도 37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다중화 되어 전송로로 송신된다.

한편, 수신측의 에러정정 복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도 38 내지 도 42는 그 구성을 나타낸 회로블록도이다.

즉, 복호방식에는 5개의 방식이 고려된다.

(1) 제1복호방식

제1복호방식은, 도 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신정보신호열(S1, S2)을 검사신호열(E1)과 함께 제1복호기(61)에 입력하여

에러정정 복호하고, 이에 의해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S1a, S2a)을 얻는 것이다.

상기 제1복호기(61)의 복호방식으로서는, 잡음을 포함한 실수값 요소의 수신정보신호열을 0보다 큰지의 여부에 따라 +1,

-1로 판정한 후 복호하는 소위 경(硬)판정이 이용된다. 이 경판정을 이용하면, 간단한 복호가 가능하지만, 보다 더 고정밀

도의 복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잡음을 포함한 실수값 요소의 수신정보신호열을 판정하지 않고 복호하는 연(軟)판정에 기초

하여 최우복호를 사용하면 좋다.

이 제1복호방식은, 전송로 품질이 비교적 양호하고 제1복호기(61)에 의한 에러정정 복호로 제2정보신호열(S2)을 올바르

게 복호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2) 제2복호방식

제2복호방식은, 도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신정보신호열(S1, S2)을 수신검사신호열(E1)과 함께 제1복호기(61)에 입력

하여 에러정정 복호함으로써 복호정보 신호열(S1a, S2a)을 얻는다. 그리고, 이들 복호정보신호열(S1a, S2a)중 복호정보

신호열(S2a)을 인터리브기(63)에서 정보요소의 순번을 변경시킨 후 수신검사부호 (E2)와 함께 제2복호기(62)에 입력하

여 에러정정 복호하고, 그 출력신호열을 디인터리브기(deinterleaving unit; 64)에서 디인터리브함으로써 복호정보신호열

(S2b)을 얻는 것이다.

상기 제1 및 제2복호기(61, 62)의 복호방식에는, 양쪽 모두 경판정을 이용하는 것과, 양쪽 모두 연판정에 기초하여 최우복

호법을 이용하는 것이 고려되지만, 이와는 다르게 제1복호기(61)에서 연판정에 기초하여 최우복호를 행하고, 그런 후제2

복호기(62)에서 경판정을 행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이 제2복호방식은, 레이어(2)의 정보신호열(S2)에 대해 제1 및 제2복호기 (61, 62)에 의해 2중의 에러정정 복호가 실시되

기 때문에, 전송로로서 예컨대 무선전송로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전송로 품질이 나쁜 경우에도, 적어도 제2정보신호열

(S2)을 올바르게 복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화상데이터를 레이어(1)와 레이어(2)로 나누어 전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화상을 구성하여 중요한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복호재생할 수 있으므로, 판독이 충분히 가능한 화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

(3) 제3복호방식

제3복호방식은, 도 4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수신정보신호열(S2)을 인터리브기(63)에서 인터리브한 후 수신검사신호

열(E2)과 함께 제2복호기(62)에 입력하여 에러정정 복호하고, 다음에 이 제2복호기(62)에 의해 얻어진 복호정보신호열

(S2a)을 디인터리브기(64)에서 디인터리브한 후, 수신정보신호열(S1) 및 수신검사신호열(E1)과 함께 제1복호기(61)에

입력하여 에러정정 복호하며, 이에 의해 복호정보신호열(S1a) 및 복호정보신호열(S2b)을 얻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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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및 제2복호기(61, 62)의 복호방식에는, 상기 제2복호방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 경판정을 이용하는 것과,

양쪽 모두 연판정에 기초하여 최우복호법을 이용하는 것이 고려되며, 더욱이 제2복호기(62)에서 연판정에 기초하여 최우

복호를 행하고, 그런 후 제1복호기(61)에서 경판정을 행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4) 제4복호방식

제4복호방식은, 강한 에러보호를 행할 필요가 있는 정보신호열(S2)의 복호를 제1복호기(61)와 제2복호기(62)와의 사이에

서 최우복호를 반복함으로써 행하고, 이에 의해 신뢰도가 높은 복호정보신호열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즉, 도 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수신정보신호열(S1) 및 수신정보신호열 (S2)이 수신검사신호열(E1)과 함께 제1복호

기(61)에 입력되고, 여기에서 최우복호법에 의해 에러정정 복호된다. 그리고, 이 제1복호기(61)에 의해 얻어진 수신정보신

호열(S2)의 신뢰도 정보는 가산기(69)에서 수신정보신호열(S2)에 가(加)해지고, 또 인터리브기(63)에서 인터리브된 후,

수신검사신호열(E2)과 함께 제2복호기(62)에 입력되고, 여기에서 최우복호법에 의해 에러정정 복호된다. 또한, 이때 상기

제1복호기(61)에서 얻어진 복호정보신호열(S1a)은 그대로 복호결과로서 출력된다.

한편, 상기 제2복호기(62)에 의해 얻어진 수신정보신호열(S2)의 신뢰도 정보는 디인터리브기(68)에서 디인터리브된 후

가산기(67)에서 수신정보신호열(S2)에 가산되어 제1복호기(61)에 입력된다. 또한, 이때 제1복호기(61)에는 먼저 제1복호

기(61)에 의해 얻어진 수신정보신호열(S1)의 신뢰도 정보 및 수신검사신호열(E1)의 신뢰도 정보가 가산기(65, 66)에서 수

신정보신호열(S1) 및 수신검사신호열(E1)에 가해진 후 입력되어 재차 최우복호된다.

그리고, 상기 제1복호기(61)에 의한 재차 복호에서 얻어진 수신정보신호열 (S2)의 신뢰도 정보는 가산기(69)에서 수신정

보신호열(S2)에 가해진 후 인터리브되어 제2복호기(62)에 입력된다. 또한, 이때 제2복호기(62)에는 상기 1회째의 복호에

의해 얻어진 수신검사신호열(E2)의 신뢰도 정보가 가산기(70)에서 수신검사신호열 (E2)에 가해져 입력되어 재차 최우복

호된다.

이렇게 하여, 제1복호기(61)와 제2복호기(62)의 사이에서는 수신정보신호열 (S2)에 대해 최우복호의 반복을 사용한 복호

처리가 행해진다. 이상의 반복 복호처리는 예정된 횟수만큼 반복되고, 이 반복종료 후에 제2복호기(62)에 의해 얻어진 복

호정보신호열이 디인터리브기(64)에서 디인터리브된 후, 복호정보신호열 (S2c)로서 출력된다.

또한, 이상의 반복 복호처리 동안에, 수신정보신호열(S1, S2)및 수신검사신호열(E1, E2)은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에 기억

되어 있고, 반복할 때마다 이 메모리로부터 독출되어 제1 및 제2복호기(61, 62)에 입력된다. 더욱이, 반복 복호처리가 개

시되기 전의 각 신뢰도 정보는 「0」으로 초기설정되어 있다.

(5) 제5복호방식

제5복호방식은, 최우복호의 반복을 이용한 다른 방식이다.

즉, 도 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수신정보신호열(S2)은 인터리브기(63)에서 인터리브된 후, 수신검사신호열(E2)과 함

께 제2복호기(62)에 입력되어 여기에서 최우복호된다. 그리고, 이 제2복호기(62)에 의해 얻어진 상기 수신정보신호열

(S2)의 신뢰도 정보는 디인터리브기(64)에서 디인터리브된 후, 가산기(67)에서 수신정보신호열(S2)에 가해져 제1복호기

(61)에 입력된다. 또한, 이때 제1복호기 (61)에는 수신정보신호열(S1) 및 수신검사신호열(E1)이 입력되어 최우복호가 행

해진다.

또한, 이 제1복호기(61)에 의해 얻어진 수신정보신호열(S2)의 신뢰도 정보는 가산기(69)에서 수신정보신호열(S2)에 가해

지고, 또 인터리브기(63)에서 인터리브된 후 상기 제2복호기(62)에 입력된다. 또한, 이때 제2복호기(62)에는 제2복호기

(62)에 의해 얻어진 수신검사신호열(E2)의 신뢰도 정보가 가산기(70)에서 수신검사신호열(E2)에 가해진 후 입력되어 재

차 최우복호된다.

이렇게 하여, 제1복호기(61)와 제2복호기(62)의 사이에서는 수신정보신호열 (S2)에 대해 최우복호의 반복을 이용한 복호

처리가 행해진다. 이상의 반복 복호처리는 예정된 횟수만큼 반복되고, 이 반복 종료 후에 제1복호기(61)에서 경판정된 복

호정보신호열(S2a)이 복호정보신호열(S1a)과 함께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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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4) 및 (5)에서 설명한 최우복호의 반복을 이용한 복호처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하와 같이 된다. 즉, 최우복호

기에 수신신호열의 요소와 각 요소의 사전 정보를 입력하면, 수신신호열 요소가 각 요소의 신뢰도 정보와 함께 출력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신호열과 검사신호열을 합한 부호화 신호의 요소의 수를 N으로 했을 때, 송신부호화 신호열은

X = [x(1), x(2), …x(N)]

으로 표기된다. 또한, x(j)는 그 j번째의 요소이다. 또한, 수신한 부호화 신호열을

R = [r(1), r(2), …, r(N)]

으로 하면서 전송로에서 부가된 잡음신호열을

E = [e(1), e(2), …e(N)]으로 하면,

(수식 17)

r(j) = x(j)+e(j), j = 1, 2, …, N.

으로 된다.

여기에서, 이하의 대수 우도비(LLR)를 각 신호열의 요소마다 계산한다.

(수식 18)

,

여기에서, 대수 우도비[LLR(j)]는 수신신호열(R)에 대해 그 j번째 요소의 송신부호화 값이 x(j) = +1일 확률 Pr[x(j) =

+1/R]과, x(j) = -1일 확률 Pr[x(j) = -1/R]의 비의 대수치로, x(j) = +1일 확률이 클수록 LLR(j)는 정(正)에서 절대치가

큰 값을 취하고, x(j) = -1일 확률이 클수록 LLR(j)은 부(負)에서 절대치가 큰 값을 취한다.

LLR(j)는, 수신신호열(R)의 각 요소 r(j)를 +1 또는 -1로 판정할 때의 신뢰도 정보를 준다. 이 LLR(j)의 계산법은, 예컨대

J.Hagenauer, E.Offer, L.Papke. "Iterative decoding of binary block and convolutional codes", IEEETrans. IT.,

vol.42, no.2, pp.429-445, March 1996에 기재되어 있다.

즉, 제1복호기(61)에서 수신정보신호열의 각 요소에 대해 대수 우도비(LLR)를 계산하고, 출력되는 각 요소의 신뢰도 정보

를 제2복호기(62)에 입력하는 수신신호열의 각 요소에 사전 정보로서 가한다. 역으로, 제2복호기(62)에서 수신신호열의

각 요소에 대해 대수 우도비(LLR)를 계산하고, 출력되는 각 요소의 신뢰도 정보를 제1복호기(61)에 입력하는 수신신호열

의 각 요소에 사전 정보로서 가한다.

그렇게 하여, 제1복호기(61)와 제2복호기(62)의 사이에서 최우복호를 반복함으로써, 출력되는 복호정보신호열의 신뢰도

는 서서히 높아진다. 그리고, 복호를 소정횟수 행한 후, +1, -1의 경판정을 행하여 그 판정치를 최종적인 복호정보신호열

로 한다.

또한, 반복횟수는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허용되는 처리량이나 지연량에 따라 적당히 정한다. 예컨대, 요구되는 에러정정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반복복호의 횟수를 많게 설정하여 신뢰도가 높은 복호를 행한다. 이 경우, 반복복호를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작은 회로규모로 에러정정능력이 높은 복호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이 작은 경우에는

이 허용되는 지연량의 범위내에서 반복횟수를 설정한다.

또한, 상기 제4 및 제5복호방식에 있어서 제1 및 제2복호기(61, 62)에 각 신호열을 입력할 때에, 이들 각 신호열을 수신부

호화 신호열(R)을 구성하는 각 요소 r(j)의 자승 평균치 혹은 최대치를 취하는 요소 r(j)max의 값에 의해 정규화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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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면, 반복복호에 의해 신뢰도 정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클리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복호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신호열의 정규화는 수신부호화 신호열(R)의 레벨을 기초로 미리 설정

한 2이상의 값에 의해 행해도 좋다.

이상과 같이, 제7실시예에서는 송신측에서 정보데이터를 강한 에러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신호열(S2)과 그 이외의 정보

신호열(S1)로 나누고, 정보신호열(S1, S2)을 제1부호화기(51)에서 에러정정 부호화 하여 검사신호열(E1)을 생성함과 더

불어, 정보신호열(S2)에 대해서는 제2부호화기(52)에 의해 단독으로 에러정정 부호화 하여 검사신호열(E2)을 생성하며,

이들 검사신호열(E1, E2)을 정보신호열(S1, S2)과 함께 송신하고 있다.

한편, 수신측에서는 5종류의 복호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그때에 전송에 관계하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상기

5종류의 복호방식중에서 최적의 것을 하나 선택하여 수신정보신호열(S1, S2)의 복호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의 기초로 되는 조건으로서는, 우선 전송정보의 성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데이터의 종류(화상데이터, 음

성데이터, 혹은 컴퓨터 데이터), 전송된 정보데이터가 실시간(real time)성을 요구하는지의 여부, 요구되는 복호품질, 허용

되는 처리지연량 등이다. 이들 조건은, 송·수신간에서 정보데이터의 전송에 앞서 행해지는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 초

기 등에 있어서 인식가능하다.

또한, 선택의 기초로 되는 다른 조건으로서 전송로의 상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전송로 품질의 것으로 수신측의 통신장치에

있어서 수신전계강도나 CRC (Cyclic Redundancy Code) 등의 에러검출부호를 이용한 에러검출 빈도, 또 ARQ

(Automatic Repeat Request) 등의 재송(再送)기능을 이용한 재송의 빈도, 시스템의 동기계(同期系)나 복조계에서의 지터

(jitter)의 발생량, 송·수신 버퍼(buffer)에서의 정보데이터의 축적량 등을 감시함으로써 검출가능하다.

선택의 구체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유선전송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비교적 전송로 품질이 양호한

조건하에서는 제1복호방식을 선택하여 복호를 행한다. 한편, 무선전송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송로 품질의 열악한

조건하에서는, 제2 내지 제5복호방식을 선택하여 복호를 행한다. 또, 동일한 무선전송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송지연

이 어느정도 허용되면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4 또는 제5복호방식을 선택하여 복호를 행하고, 이에 대해

전송지연의 허용도가 적은 경우에는 제2 또는 제3복호방식을 선택하여 복호를 행한다.

또한, 음성데이터와 같이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정보데이터를 복호하는 경우에는, 제2 또는 제3복호방식을 선택하거나 혹

은 제4 또는 제5복호방식을 선택했더라도 복호의 반복횟수를 적게 설정한다. 이에 대해, 컴퓨터 데이터와 같이 실시간성

은 요구되지 않지만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정보데이터를 복호하는 경우에는 제4 또는 제5복호방식을 선택하고, 게다가

반복횟수를 많이 설정한다.

이와 같은 구성이면, 전송효율을 높게 유지한 결과, 적어도 강한 에러보호가 요구되는 정보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

에서 복호재생을 행할 수 있고, 게다가 그때그때의 전송조건이나 전송정보의 성질에 따라 최적의 복호방식을 선택하여 복

호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제7실시예에서는 제1 및 제2정보신호열(S1, S2)을 제1부호화기(51)에 입력할 때에는 그대로 입력하고, 한편 제2정

보신호열(S2)을 제2부호화기(52)에 입력할 때에 인터리브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수신측에 있어서

제1및 제2정보신호열을 제1복호기(61)만을 이용하여 간단히 복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리브 및 디인터리브를 행하

지 않고 복호를 행할 수 있다.

(제8실시예)

본 발명의 제8실시예는 제7실시예를 보다 더 개량한 것으로, 송신측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에 있어서 제2정보신호열(S2)

을 제2부호화기에 입력할 때에는 그대로 입력하고, 한편 제1 및 제2정보신호열(S1, S2)을 제1부호화기에 입력할 때에 제

2정보신호열(S2)에 대해 인터리브를 행하도록 한 것이다.

도 43은, 이 제8실시예에 따른 에러정정 부호화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시하지 않은 분류부에서 레이어(1)로 분류된 제1정보신호열(S1)은 그대로 제1부호화기(71)에 입력된다. 또한, 레이어

(2)로 분류된 제2정보신호열(S2)은 인터리브기(73)에서 정보요소의 순번이 변경된 후, 제1부호화기(71)에 입력된다. 그

리고, 이 제1부호화기(71)에서는 상기 제1 및 제2정보신호열(S1, S2)이, 예컨대 컨벌루셔널부호에 의해 합쳐져 에러정정

부호화 된다. 이에 의해, 제1검사신호열(E1)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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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제2정보신호열(S2)은 단독으로 제2부호화기(72)에도 입력되고, 여기에서 예컨대 컨벌루셔널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된다. 이에 의해, 제2검사신호열(E2)이 생성된다.

그리고, 상기 제1정보신호열(S1), 제2정보신호열(S2), 제1검사신호열(E1) 및 제2검사신호열(E2)은, 예컨대 도 37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다중화 되어 전송로로 송신된다.

한편, 수신측의 에러정정 복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도 44 내지 도 48은 그 구성을 나타낸 회로블록도이다.

즉, 이 제8실시예에 있어서도 복호방식에는 상기 제7실시예와 마찬가지로 5개의 방식이 고려된다.

(1)제1복호방식

제1복호방식은, 도 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신정보신호열(S2)을 검사신호열(E2)과 함께 제2복호기(82)에 입력하여 에러

정정 복호하고, 이에 의해 제2복호정보신호열(S2a)을 얻는 것이다. 또한, 수신정보신호열(S1)에 대해서는 에러정정 복호

시키지 않고 그대로 출력한다.

상기 제2복호기(81)의 복호방식으로서는, 잡음을 포함한 실수값 요소의 수신정보신호열을 0보다 큰지의 여부에 따라 +1,

-1로 판정한 후 복호하는 소위 경판정이 이용된다. 이 경판정을 이용하면, 간단한 복호가 가능하지만, 보다 더 고정밀도의

복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잡음을 포함한 실수값 요소의 수신정보신호열을 판정시키지 않고 복호하는 연판정에 기초하여 최

우복호를 사용하면 좋다.

이 제1복호방식은, 전송로 품질이 비교적 양호하고 제2복호기(82)에 의한 에러정정 복호로 제2정보신호열(S2)을 올바르

게 복호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2) 제2복호방식

제2복호방식은, 도 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신정보신호열(S2)을 수신검사신호열(E2)과 함께 제2복호기(82)에 입력하여

에러정정 복호함으로써 복호정보신호열 (S2a)을 얻는다. 그리고, 이 복호정보신호열(S2a)을 인터리브기(83)에서 정보요

소의 순번을 변경시킨 후 수신정보신호열(S1) 및 수신검사부호열(E1)과 함께 제1복호기(81)에 입력하여 에러정정 복호한

다. 그리고, 이 제1복호기(81)로부터 출력된 복호정보신호열(S1a)을 그대로 출력하고, 또한 복호정보신호열(S2a)을 디인

터리브기(84)에서 디인터리브함으로써 복호정보신호열(S2b)로서 출력한다.

상기 제1 및 제2복호기(81, 82)의 복호방식에는, 양쪽 모두 경판정을 이용하는 것과, 양쪽 모두 연판정에 기초하여 최우복

호법을 이용하는 것이 고려되지만, 이와는 다르게 제2복호기(82)에서 연판정에 기초하여 최우복호를 행하고, 그런 후제1

복호기(81)에서 경판정을 행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이 제2복호방식은, 레이어(2)의 정보신호열(S2)에 대해 제1 및 제2복호기 (81, 82)에 의해 2중의 에러정정 복호가 실시되

기 때문에, 전송로로서 예컨대 무선전송로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전송로 품질이 나쁜 경우에도, 적어도 제2정보신호열

(S2)을 올바르게 복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화상데이터를 레이어(1)와 레이어(2)로 나누어 전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화상을 구성하여 중요한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복호재생할 수 있으므로 판독이 충분히 가능한 화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

(3) 제3복호방식

제3복호방식은, 도 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수신정보신호열(S2)을 인터리브기(83)에서 인터리브하고, 수신정보신호

열(S1) 및 수신검사신호열(E1)과 함께 제1복호기(81)에 입력하여 에러정정 복호한다. 그리고, 이 제1복호기(81)에 의해

얻어진 복호정보신호열(S2a)을 디인터리브기(84)에서 디인터리브한 후, 수신검사신호열(E2)과 함께 제2복호기(82)에 입

력하여 에러정정 복호하며, 이에 의해 복호정보신호열(S2b)을 얻도록 한 것이다.

제1 및 제2복호기(81, 82)의 복호방식에는, 상기 제2복호방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 경판정을 이용하는 것과,

양쪽 모두 연판정에 기초하여 최우복호법을 이용하는 것이 고려되며, 더욱이 제1복호기(81)에서 연판정에 기초하여 최우

복호를 행하고, 그런 후 제2복호기(82)에서 경판정을 행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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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복호방식

제4복호방식은, 강한 에러보호를 행할 필요가 있는 정보신호열(S2)의 복호를 제2복호기(82)와 제1복호기(81)의 사이에서

최우복호를 반복함으로써 행하고, 이에 의해 신뢰도가 높은 복호정보신호열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즉, 도 4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수신정보신호열(S2)은 수신검사신호열 (E2)과 함께 제2복호기(82)에 입력되고, 여기

에서 최우복호된다. 그리고, 이 제2복호기(82)에 의해 얻어진 상기 수신정보신호열(S2)의 신뢰도 정보는 가산기(90)에서

수신정보신호열(S2)에 가해지고, 또 인터리브기(83)에서 인터리브된 후, 제1복호기(81)에 입력된다. 또한, 이때 제1복호

기(81)에는 수신정보신호열(S1) 및 수신검사신호열(E1)이 입력되어 최우복호가 행해진다.

또한, 이 제1복호기(81)에 의해 얻어진 수신정보신호열(S2)의 신뢰도 정보는 디인터리브기(87)에서 디인터리브되고, 또

가산기(86)에서 수신정보신호열(S2)에 가해져 상기 제2복호기(82)에 입력된다. 또한, 이때 제2복호기(82)에는 제2복호기

(82)에 의해 얻어진 수신검사신호열(E2)의 신뢰도 정보가 가산기(85)에서 수신검사신호열(E2)에 가해진 후 입력되어 재

차 최우복호된다.

이렇게 하여, 제2복호기(82)와 제1복호기(81)의 사이에서는 수신정보신호열 (S2)에 대해 최우복호의 반복을 이용한 복호

처리가 행해진다. 이상의 반복 복호처리는 예정된 횟수만큼 반복된다. 그리고, 이 반복종료 후에 제1복호기(61)에서 경판

정된 복호정보신호열(S2c)이 디인터리브기(84)에서 디인터리브되어 출력되면서 복호정보신호열(S1a)은 그대로 출력된

다.

또한, 이상의 반복 복호처리 동안에, 수신정보신호열(S1, S2)및 수신검사신호열(E1, E2)은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에 기억

되어 있고, 반복할 때마다 이 메모리로부터 독출되어 제1 및 제2복호기(81, 82)에 입력된다. 더욱이, 반복 복호처리가 개

시되기 전의 각 신뢰도 정보는 「0」으로 초기설정되어 있다.

(5) 제5복호방식

제5복호방식은, 최우복호의 반복을 이용한 다른 방식이다.

즉, 도 4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수신정보신호열(S1) 및 수신정보신호열 (S2)이 수신검사신호열(E1)과 함께 제1복호

기(81)에 입력되어 여기에서 최우복호법에 의해 에러정정 복호된다. 또한, 이때 상기 수신정보신호열 (S2)은 인터리브기

(83)에서 인터리브되어 입력된다.

제1복호기(81)에 의해 얻어진 수신정보신호열(S2)의 신뢰도 정보는 디인터리브기(84)에서 디인터리브되고, 또 가산기

(86)에서 수신정보신호열(S2)에 가해진 후, 수신검사신호열(E2)과 함께 제2복호기(82)에 입력되어 여기에서 최우복호법

에 의해 에러정정 복호된다. 또한, 이때 상기 제1복호기(81)에서 얻어진 복호정보신호열 (S1a)은 그대로 복호결과로서 출

력된다.

한편, 상기 제2복호기(82)에 의해 얻어진 수신정보신호열(S2)의 신뢰도 정보는, 가산기(90)에서 수신정보신호열(S2)에

가산된 후, 인터리브기(83)에서 인터리브되어 제1복호기(81)에 입력된다. 또한, 이때 제1복호기(81)에는 미리 제1복호기

(81)에 의해 얻어진 수신정보신호열(S1)의 신뢰도 정보 및 수신검사신호열(E1)의 신뢰도 정보가 가산기(88, 89)에서 수신

정보신호열(S1) 및 수신검사신호열(E1)에 가해진 후 입력되어 재차 최우복호된다.

그리고, 상기 제1복호기(81)에 의한 재차 복호에서 얻어진 수신정보신호열 (S2)의 신뢰도 정보는 디인터리브기(84)에서

디인터리브된 후, 가산기(86)에서 수신정보신호열(S2)에 가해져 제2복호기(82)에 입력된다. 또한, 이때 제2복호기 (82)에

는 상기 1회째의 복호에 의해 얻어진 수신검사신호열(E2)의 신뢰도 정보가 가산기(85)에서 수신검사신호열(E2)에 가해져

입력되어 재차 최우복호된다.

이렇게 하여, 제2복호기(82)와 제1복호기(81)의 사이에서는 수신정보신호열 (S2)에 대해 최우복호의 반복을 이용한 복호

처리가 행해진다. 이상의 반복 복호처리는 예정된 횟수만큼 반복되고, 이 반복 종료 후에 제2복호기(82)에 의해 얻어진 복

호정보신호열(S2a)이 그대로 복호신호로서 출력된다.

또한, 반복횟수는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허용되는 처리량이나 지연량에 따라 적당히 정해진다.

등록특허 10-0560712

- 40 -



또한, 상기 제4 및 제5복호방식에 있어서, 제1 및 제2복호기(81, 82)에 각 신호열을 입력할 때에, 이들 각 신호열을 수신부

호화 신호열(R)을 구성하는 각 요소 r(j)의 자승 평균치 혹은 최대치를 취하는 요소 r(j)max의 값에 의해 정규화 하면 좋다.

이와 같이 하면, 반복복호에 의해 신뢰도 정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클리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복호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신호열의 정규화는 수신부호화 신호열(R)의 레벨을 기초로 미리 설정

한 2 이상의 값에 의해 행해도 좋다.

더욱이, 제1 내지 제5의 각 복호방식의 선택방식에 대해서도 상기 제7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때그때의 전송조건

이나 전송정보의 성질에 따라 최적의 복호방식을 선택한다.

이상과 같이 제8실시예에 있어서도, 상기 제7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전송효율을 높게 유지한 결과, 적어도 강한 에러보호가

요구되는 정보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에서 복호재생을 행할 수 있고, 게다가 그때그때의 전송조건에 따라 최적의

복호방식을 선택하여 복호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제8실시예에서는 제2정보신호열(S2)을 제2부호화기에 입력할 때에는 그대로 입력하고, 한편 제1 및 제2정보신호열

(S1, S2)을 제1부호화기에 입력할 때에 제2정보신호열(S2)에 대해 인터리브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수신측에서 제2정보신호열(S2)만을 제2복호기(82)만을 이용하여 간단히 복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리브 및 디인터

리브를 행하지 않고 복호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7실시예 및 제8실시예에서는, 제1 내지 제5복호방식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제1복호방식과 제2

또는 제3복호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해도 좋고, 또한 제2 또는 제3복호방식과 제4 또는 제5복호방식중 하나를 선

택하도록 구성해도 좋다.

또한, 상기 제7실시예에 있어서, 수신정보신호열(S2)만을 간단히 복호할 경우에는 도 4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신정보신

호열(S2)을 인터리브기(63)에서 인터리브한 후, 수신검사신호열(E2)과 함께 제2복호기(62)에 입력하는 복호방식을 채용

하면 좋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8실시예에 있어서 수신정보신호열(S1, S2)을 모두 간단히 복호하는 경우에는 도 50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수신정보신호열(S1)을 수신검사신호열(E1)과 함께 제1복호기(81)에 입력하여 에러정정 복호하고, 더욱이 이 제1복호

기 (81)로부터 출력된 정보신호열을 디인터리브기(84)에서 디인터리브함으로써, 복호정보신호열(S2a)을 출력하는 복호

방식을 채용하면 좋다.

더욱이, 제7 및 제8중 어느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도 송신측의 에러정정 부호화장치에서 사용하는 부호화기(51, 52, 71,

72)에는, 블록부호화기나 컨벌루셔널부호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정보신호에 소정의 부호화 규칙에 따라 검사신호

를 부가하는 방식을 채용한 부호화기이면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블록부호는 K개 요소의 정보신호열에 N-K개의 검사신호열을 부가하고, N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부호화 블록

을 생성하는 (N, K)부호로 기술되고, 부호화율은 K/N으로 정의된다. 한편, 컨벌루셔널부호도 조직부호의 경우, K개의 정

보요소의 입력 후, 부호화기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의 내용을 0으로 하는 M개의 부가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부호화율을 1/R

로 했을 때, N = R(K+M)으로 하여 (M, K)부호로 기술된다.

(제9실시예)

본 발명의 제9실시예는, 상기 제7 및 제8의 실시예가 정보신호열에 대한 에러정정 부호화·복호방식을 설명한 것에 대해,

정보신호블록에 대한 에러정정 부호화·복호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이하, 제9실시예를 도 51을 기초로 설명한다.

지금, 가령 11(=K)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정보블록을 설정하자. 이중 6 (=K1)개를 레이어(1)의 정보블록(1), 나머지 5

(=K2)개를 레이어(2)의 정보블록(2)으로 한다. 11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정보블록을 4(=L)개 준비하고, 4×11=44개의 요

소로 이루어진 2차원정보블록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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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차원정보블록을 수평방향으로 독출하고, 각 정보블록에 BCH(15, 11)의 에러정정 부호화 규칙에 따라 4(=N-K)개

의 요소로 이루어진 검사신호블록(1)을 부가한다. 다음에, 2차원정보블록의 정보블록(2)을 포함하는 부분을 수직방향으로

독출하고, 각 정보블록에 확대 해밍(hamming; 8, 4)의 에러정정 부호화 규칙에 따라 4(=M-L)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검사

블록(2)을 부가한다.

즉, 레이어(2)의 정보블록(2)의 요소에는 수평과 수직의 2중에 에러정정 부호화가 실시되게 된다. 여기에서, 수평과 수직

의 다른 방향에 정보블록을 독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터리브 조작으로, 이것은 전송로상에 가하는 버스트적인 에러를 확

산하여 랜덤화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BCH(15, 11), 확대 해밍(8, 4)의 에러정정 부호화는 모두 1비트 에러정정능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에러정정 부호화 처리에 의해 얻어진 부호화 2차원블록은, 정보블록(1), 정보블록(2), 검사블록(1), 검사블록

(2)으로 구성되고, 이는 송신부호화 블록으로 되어 전송로로 송신된다.

이에 대해 수신측에서는, 전송로상에서 잡음을 포함한 블록을 수신부호화 블록으로서 수신하여 복호한다. 복호방식에는

이하에 나타낸 5개의 방식이 있다.

(1) 제1복호방식

제1복호방식은, 수신한 2차원정보블록을 2값으로 판정한 후, 수평방향으로 독출하고, 각 정보블록에 BCH(15, 11)의 에러

정정 복호를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정보블록(1)과 정보블록(2)을 합친 11블록의 각 블록에 대해 1비트의 에러정

정이 이루어진다.

(2) 제2복호방식

제2복호방식은, 상기 제1복호방식에 있어서 에러정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연속하여 수신한 2차원정보블록

의 정보블록(2)을 포함하는 부분을 수직방향으로 독출하고, 이 독출한 정보블록의 요소에 확대 해밍(8, 4)의 에러정정 복

호를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정보블록(2)의 요소에 대해 1비트의 에러정정이 더 행해진다.

이상 설명한 제1 및 제2복호방식은, 경판정의 대수적 복호법을 채용한 것이다.

(3) 제3복호방식

제3복호방식은, 수신한 2차원정보블록을 2값의 판정을 행하지 않고, 원래의아날로그 수치대로 수평방향으로 독출하고,

각 정보블록에 대해 판정을 행하지 않고 유클리드 거리에 기초하여 최우복호를 행하는 것이다.

(4) 제4복호방식

제4복호방식은, 상기 제3복호방식에 있어서 에러정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연속하여 수신한 2차원정보블록

의 정보블록(2)을 포함하는 부분을 수직방향으로 독출하고, 각 정보블록에 대해 판정을 행하지 않고 유클리드 거리에 기초

하여 최우복호를 행하는 것이다.

이상 설명한 제3 및 제4복호방식은, 연판정의 최우복호법에 기초한 것이다.

(5) 제5복호방식

제5복호방식은, 최우복호의 반복법을 채용한 것이다. 즉, 수신한 2차원정보블록을 수평방향으로 독출하고, 각 정보 블록

에 대해 유클리드 거리에 기초하여 최우복호를 행한다. 이때, 복호값의 크기가 신뢰도 정보로 된다. 이어서, 수신한 2차원

정보블록의 정보블록(2)을 포함하는 부분을 수직방향으로 독출하고, 이에 상기 수평방향의 복호에서 얻은 신뢰도 정보를

가해, 각 정보블록에 대해 유클리드 거리에 기초하여 최우복호를 행한다. 이 때도, 복호값의 크기가 신뢰도 정보로 된다.

즉, 수평방향의 최우복호에서 얻은 신뢰도 정보를 수직방향의 최우복호를 행할 때의 사전정보로 하고, 수직방향의 최우복

호에서 얻은 신뢰도 정보를 수평방향의 최우복호를 행할 때의 사전정보로 하여 복호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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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대수 우도비(LLR)의 근사계산을 나타낸다. 또한, 이 계산은 하기의 문헌에 기초한 것이다. R.Pyndiah,

A.Glavieux, A.Picart, S.Jacq, "Near optimum decoding of product codes", IEEE GLOBECOM '94, pp. 339-343,

1994.

이제, K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정보블록과, N-K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검사신호열을 합친 송신부호화 블록을 N개의 요소

로 이루어진 X = [x(1), x(2), …x(N)]로 표시한다. 각 요소 x(j)는 +1 혹은 -1의 2값을 취한다. 그리고, 전송로를 매개로

수신한 부호화 블록을 R = [r(1), r(2), …r(N)]로 표시한다. 각 요소 r(j)는 전송로 잡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값을

취한다.

전송로 잡음을 백색 가우스(white gaussian) 잡음으로 가정하면, LLR(j)은 이하와 같이 근사(近似)된다

즉, [r(1), r(2), …r(N)]에 대해 요소 x(j)가 +1인 2K-1가지의 송신부호화 블록과의 거리(δj+1)를,

(수식 19)

로 계산한다. 이에 의해 얻어진 2K-1가지의 거리중, 최소의 것을 δminj+1로 하고, 또한 그 때의 송신부호화 블록을 [xj+1

(1), xj+1(2), …xj+1(N)]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r(1), r(2), …r(N)]에 대해 2K-1가지의 패턴의 송신부호화 신호중, 요소 x(j)가 -1인 2K-1가지의 송신부

호화 블록의 거리(δj-1)를,

(수식 20)

로 계산한다. 이에 의해 얻어진 2K-1가지의 거리중, 최소의 것을 δminj-1로 하고, 또한 그 때의 송신부호화 블록을 [xj-1

(1), xj-1(2), …xj-1(N)]으로 한다.

수신측에 있어서, 요소 r(j)를 d(j) = +1로 판정했을 때, 그 신뢰도가 높은 것은 δminj-1이 가능한 한 크면서 δminj+1이 가

능한 한 작은 경우이다.

역으로, 요소 r(j)를 d(j) = -1로 판정했을 때, 그 신뢰도가 높은 것은 δminj+1이 가능한 한 크면서 δminj-1이 가능한 한 작

은 경우이다.

여기에서, LLR(j)은 이하의 u(j)와 같이 근사된다.

(수식 21)

이와 같이 정의하면, d(j) = +1로 판정했을 때에는 그 신뢰도가 높을수록 u(j)는 정(正)의 큰 값을 취한다. 역으로, d(j) = -

1로 판정했을 때에는 그 신뢰도가 높을수록 u(j)는 절대치가 부(負)의 큰 값을 취한다. 따라서, u(j)는 신뢰도를 고려한 판

정결과를 나타낸다. u(j)는,

(수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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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면,

(수식 23)

u(j) = 4(r(j)+w(j)), j = 1, …, N

로 고쳐 쓸 수 있다. w(j)가 신뢰도를 좌우하는 파라메터이다.

이상을 기초로, 수신한 2차원블록의 각 요소에 대해, 송신부호화 신호 x(i, j), 수신부호화 신호 r(i, j), 신뢰도 신호 w(i, j),

입력신호 v(i, j), 출력신호 s(i, j)를 정의하고, 초기치를 이하와 같이 정한다.

(수식 24)

v(i, j) = 0.0

w(i, j) = 0.0

s(i, j) = r(i, j)

먼저, 단계 1(수평방향)을

(수식 25)

v(i, j) = r(i, j)+αw(i, j), j = 1, …, 15

로 한다. 단, α는 실수값의 계수이다. 수평방향의 1번째로부터 4번째까지의 블록(i = 1, …4)에 대해 LLR(j), j = 1, …15의

근사치를 계산하고, 전체 요소에 대해 신뢰도의 파라메터 w(i, j)를 구하여,

(수식 26)

s(i, j)←s(i, j)+βw(i, j), j = 1, …, 15

과 같이 수정한다. 단, β는 실수값의 계수이다.

다음에, 단계 2(수직방향)를

(수식 27)

v(i, j) = r(i, j)+αw(i, j), i = 1, …, 8

로 한다. 수직방향의 1번째로부터 4번째까지의 블록(j = 1, …, 11)에 대해 LLR (i), i = 1, …8의 근사치를 계산하고, 전체

요소에 대해 신뢰도의 파라메터 w(i, j)를 구하여,

s(i, j)←s(i, j)+βw(i, j), i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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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수정한다.

즉, 도 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평방향의 최우복호(단계 1)와 수직방향의 최우복호(단계 2)를 반복함으로써, 수신된 정보

블록(2)에 포함되는 요소는 단계 1과 단계 2 양쪽에서 신뢰도 파라메터 w(i, j)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정보블록(1)의

요소는 단계 2에서만 신뢰도 파라메터 w(i, j)의 수정이 행해진다. 그리고, 반복횟수를 증가시킬수록 정보블록(2)의 정보

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또한, 계수 α, β의 크기에 의해 반복처리에서의 수정의 강도가 결정된다. 계수 α, β는 일정해도 좋고, 단계마다 혹은 반복과

정에서 변경해도 좋다. 예컨대, 반복초기의 단계에서는 추정한 신뢰도의 정밀도가 반드시 높지 않기 때문에, 계수 α, β는 0

에 가까운 값으로 하고,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1에 가깝도록 하면 좋다.

구체적으로는, 계수 α, β는 LLR의 계산치에 따라 변경한다. 즉, 각 LLR의 절대치가 작다고 하는 것은 각 LLR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LLR의 절대치가 작을 때에는 계수 α, β를 작은 값으로 설정한다.

또한, 계수 α, β를 각 LLR의 부호 (+1, -1)에 따라 변경해도 좋다. 즉, 각 LLR의 부호가 반복과정에서 빈번하게 정(正)과

부(負)의 사이에서 변화할 경우에는 각 LLR의 신뢰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계수 α, β를 작은 값으로 설

정한다.

또한, 상기 단계 1 및 단계 2의 각 최우복호에 정보블록의 각 요소를 제공할 때에, 이들 각 요소를 수신부호화 신호열(R)을

구성하는 각 요소 r(j)의 자승 평균치 혹은 최대치를 취하는 요소 r(j)max의 값에 의해 정규화 하면 좋다. 이와 같이 하면,

반복복호에 의해 신뢰도 정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클리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복호정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신호열의 정규화는 수신부호화 신호열(R)의 레벨을 기초로 미리 설정한 2 이상의 값에

의해 행해도 좋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9실시예에서는 제1정보블록의 전체에 대해 그 수평방향으로 에러정정을 행함과 더불어, 상기

제1정보블록중의 특히 중요성이 높은 제2정보블록에 대해 그 수직방향의 에러정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보블록의 전체에 대해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의 에러정정을 행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검사블록을

부가하는 것만으로 효과적인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할 수 있다. 즉, 도 31에 나타낸 방식에 비해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

다.

(그 외의 실시예)

이상 설명한 각 실시예에서는, 정보신호열 또는 정보블록을 중요도가 높은 것과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누고, 중요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서는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제1에러정정방식에 의해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시하여 전

송하고, 한편 중요도가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기 제1에러정정방식보다 정정능력이 높은 제2에러정정방식에 의해 에러

정정 부호화를 실시하여 전송하도록 했다.

본 발명은 그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신호열 또는 정보블록이 전송에러가 생기기 어려운 전송조건에서 전송되는 제1정보

와, 이 제1정보보다 전송에러가 생기기 쉬운 전송조건에서 전송되는 제2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정보에 대해

서는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제1에러정정방식에 의해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시하여 전송하고, 한편 제2

정보에 대해서는 상기 제1에러정정방식보다 정정능력이 높은 제2에러정정방식에 의해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시하여 전송

하도록 해도 좋다.

예컨대, 다치(多値)변조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신호점간 거리가 긴 신호점에 제1정보를 배치하고, 한편

신호점간 거리가 짧은 신호점에 제2정보를 배치하여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제1정보 보다도

제2정보쪽이 전송에러를 발생시키기 쉽다. 이 때문에, 제2정보에 정정능력이 높은 에러정정방식을 적용한다.

도 53은 그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동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16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방식에서는

MSB(Most Significant Bit)비트의 신호점간 거리 △1은 LSB(Least Significant Bit)비트의 신호점간 거리 △2 보다도 길

다. 이 때문에, MSB비트보다 LSB비트쪽이 에러가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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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MSB비트에 대해서는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제1에러정정 방식에 의해 에러정

정 부호화를 실시하여 전송하고, 한편 제2정보에 대해서는 상기 제1에러정정방식보다 정정능력이 높은 제2에러정정방식

에 의해 에러정정 부호화를 실시하여 전송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다른 복수의 정보를 혼재하여 전송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보를 전송에러가

균일해지도록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예컨대 제1정보를 전송에러에 비교적 강한 QPSK방식으로 변조하고, 한편 제2정보를 QPSK방식에 비해 전송에러를

일으키기 쉬운 16QAM이나 64QAM방식으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시스템과 같이, 제1정보와 제2정보를 다른 변조방식으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시스템에도 본 발명은 적용가능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열악한 전송로를 경유하여 전송을 행할 경우에도 헤더 정보를 양호하게 재생할 수 있어,

다중화 테이블의 독취를 정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여 패킷 폐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열악한 전송로를 경유하여 전송을 행할 경우에도 전송효율을 현저하게 열화시키지 않고 페이로드를 확실히 복호재

생시킬 수 있어,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고 보호성능이 우수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이용되는 송신장치의 정

보데이터 다중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 각각의 정보량을 추정하는 정보량 추정수단과,

이 정보량 추정수단에서 추정된 각 정보데이터의 정보량에 기초하여 패킷 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제1다중화 코드를 생

성하고, 또 이 제1다중화 코드의 에러정정부호를 기초로 생성되는 패리티비트이면서 이 패리티비트를 패리티 인버터를 통

과시킴으로써 상기 제1다중화 코드를 복원하는 기능을 가진 제2다중화 코드를 생성하는 다중화 코드 생성수단,

이 다중화 코드 생성수단에서 얻어진 제1 및 제2다중화 코드에 각각 수신에러를 검출 및 정정하기 위한 에러검출·정정부

호 데이터를 부가하여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생성하는 헤더 정보 생성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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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킷 내의 상기 다중화 코드에 의해 지정되는 위치에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삽입함과 더불어, 당해 복수 종

류의 정보데이터 중 적어도 1개를 끼운 위치에 상기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상호 분리하여 삽입하는 패킷 생성수단을 구비

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정정부호 데이터는 컨벌루션 부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정정부호 데이터는 해밍 부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생성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동일한 패킷에 수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

터 다중화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생성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각각의 패킷에 수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

터 다중화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 코드 생성수단은 상기 패킷의 길이를 모두 소정의 길이로 되도록 다중화 코드를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장치.

청구항 13.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이용되는 수신장치의 정

보데이터 분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패킷에,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의 종류별로 패킷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다중화 코드 및 그 코드의 수신에러를 검

출·정정하기 위한 에러검출·정정부호 데이터를 부가한 제1 및 제2헤더 정보와, 상기 다중화 코드의 나타낸 위치에 상기 복

수의 정보데이터가 격납되어 있을 경우,

상기 패킷으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헤더 정보 추출수단과,

이 헤더 정보 추출수단에서 추출된 제1헤더 정보에 대해 에러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당해 헤더 정보내의 다중화 코드

에 기초하여 당해 패킷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를 분리출력하는 제1분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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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1분리수단에서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제1헤더 정보의 에러정정을 행한 후에 다시한번 에러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에러정정 후의 헤더 정보내의 다중화 코드에 기초하여 당해 패킷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를 분리출력하는

제2분리수단 및,

이 제2분리수단에서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제2헤더 정보에 대해 에러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당해 헤더 정보내의

다중화 코드에 기초하여 당해 패킷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를 분리출력하는 제3분리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분리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3분리수단에서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제2헤더 정보의 에러정정을 행한 후에 다시한번 에러

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에러정정 후의 헤더 정보내의 다중화 코드에 기초하여 당해 패킷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정보데

이터를 분리출력하는 제4분리수단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분리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4분리수단에서 에러가 검출된 경우, 상기 제1 및 제2헤더 정보를 합쳐 에러정정을 행한 후에 다

시한번 에러검출을 행해, 에러가 없으면 에러정정 후의 제1 또는 제2헤더 정보내의 다중화 코드에 기초하여 당해 패킷으

로부터 상기 복수의 정보데이터를 분리출력하는 제5분리수단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분리

장치.

청구항 16.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은,

상기 패킷 내에 넣어지는 정보데이터의 종류별로 패킷 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다중화 코드 필드와, 당해 다중화 코드의

수신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헤더에러 제어코드 및, 패킷 사이의 연속 상태를 나타내는 패킷 마커로 구성되는 헤더 정보를

복수 개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복수의 헤더 정보의 각각에 독립하여 복원가능한 에러정정부호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수단,

상기 패킷 내의 상기 다중화 코드에 의해 지시되는 위치에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삽입함과 더불어, 당해 복수 종

류의 정보데이터 중 적어도 1개를 끼운 위치에 상기 복수의 헤더 정보를 상호 분리하여 삽입하는 수단 및,

상기 헤더 정보에 상기 패킷 마커를 복수 개 반복하여 삽입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수신측은,

수신된 상기 복수의 패킷 마커를 다수결 처리하여 올바른 1개의 패킷 마커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

청구항 17.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삽입하고, 또 상기 각종 정보데이터의 패킷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다중화 코

드를 적어도 포함하는 헤더 정보를 상기 패킷에 삽입하여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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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측은,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의 적어도 하나에 리드·솔로몬(Reed·Solomon) 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수신측은, 수신한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이 정보데이터에 부가된 상기 에러정정부호를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처

리를 행해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

청구항 18.

송신대상의 제1정보데이터에 에러검출부호를 부가하여 제2정보데이터를 출력하는 에러검출부호 부가수단과,

이 에러검출부호 부가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정보데이터를 리드·솔로몬 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부호에 의해 부호화

하여 제3정보데이터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이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3정보데이터에 당해 정보데이터의 전송형태를 나타내는 제어정보가 삽입된 제

어헤더를 부가하는 헤더 부가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송신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상기 제2정보데이터를 GF(28)상의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송신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상기 제2정보데이터를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하여 에러정정 부호

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송신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시프트 입력된 제2정보데이터에 대해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에 의해 에러정정 부호화 처리를 행하는 인코더 본체와,

상기 제2정보데이터를 구성하는 복수의 정보요소를, 그 정보 다항식의 차수가 높은 항으로부터 차례로 상기 인코더 본체

에 시프트 입력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처리를 행하는 정보데이터 입력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

이터 송신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시프트 입력된 제2정보데이터에 대해 리드·솔로몬 부호에 의해 에러정정 부호화 처리를 행하는 인코더 본체와,

상기 제2정보데이터의 길이를 미리 정한 고정길이와 비교하는 비교수단,

상기 제2정보데이터의 길이가 고정길이 보다도 짧은 경우에, 그 차에 상당하는 길이의 널부호열을 상기 제2정보데이터에

부가하고, 이 널부호열이 부가된 제2정보데이터를 상기 인코더 본체에 시프트 입력하는 널부호 부가수단 및,

등록특허 10-0560712

- 49 -



상기 인코더 본체에 의해 얻어진 제3정보데이터로부터, 상기 널부호 부가수단에 의해 부가된 널부호열에 대응하는 널부호

열을 삭제하여 단축화된 제3정보데이터를 출력하는 널부호 삭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송신장치.

청구항 23.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삽입하고, 또 상기 각종 정보데이터의 패킷내의 배치위치를 나타내는 다중화 코

드를 적어도 포함하는 헤더 정보를 상기 패킷에 삽입하여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은, 송신대상의 제1정보데이터에 에러검출부호를 부가한 후, 이 에러검출부호가 부가된 정보데이터에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부호를 부가하고, 또한 그 출력 정보데이터에 당해 정보데이터의 전송형태

를 나타내는 제어정보가 삽입된 제어헤더를 부가하여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수신측은, 수신한 상기 정보데이터를, 이 정보데이터에 부가된 상기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로 이루어진 에

러정정부호를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해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

템.

청구항 24.

송신대상의 제1정보데이터에 에러검출부호를 부가하여 제2정보데이터를 출력하는 에러검출부호 부가수단과,

이 에러검출부호 부가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정보데이터를 GF(28)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로 이루어진 에러정정

부호에 의해 부호화 하여 제3정보데이터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이 에러정정 부호화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3정보데이터에 당해 정보데이터의 전송형태를 나타내는 제어정보가 삽입된

제어헤더를 부가하는 헤더 부가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송신장치.

청구항 25.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송신신호에 대해, 제1부호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1패리티신호를 생성함

과 더불어, 상기 송신신호와 상기 제1패리티신호의 적어도 일부에 대해 제2부호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

어진 제2패리티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송신신호와 상기 제1 및 제2패리티신호를 합쳐 송신 부호화 신호를 생성하여 송신

하는 송신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는 수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제1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를 최우복호하는 제1복호수단,

상기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를 최우복호하는 제2복호수단 및,

상기 제1 및 제2복호수단에 의해 얻어진 복호신호와 수신신호와의 거리를 각각 산출하여 거리가 작은 측의 복호신호를 기

초로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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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송신신호에 대해, 제1부호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1패리티신호를 생성함

과 더불어, 상기 송신신호와 상기 제1패리티신호의 적어도 일부에 대해 제2부호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

어진 제2패리티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송신신호와 상기 제1 및 제2패리티신호를 합쳐 송신 부호화 신호를 생성하여 송신

하는 송신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는 수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제1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를 제1수정신호를 기초로 수정한 후 최우복호함과 더불어, 복호신

호를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정보와 함께 출력하여 이 신뢰도 정보를 상기 제1수정신호로서 사용하는 제1수정복호수단,

상기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를 제2수정신호를 기초로 수정한 후 최우복호함과 더불어, 복호신

호를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정보와 함께 출력하여 이 신뢰도 정보를 상기 제2수정신호로서 사용하는 제2수정복호수단 및,

상기 제1수정복호수단에 의한 수정복호처리 및 상기 제2수정수단에 의한 수정복호처리를 각각 소정의 횟수 반복 행하고,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와 상기 제1 및 제2수정을 기초로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재생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27.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은,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1송신신호에 대해 제1부호화 규칙에 따라 제1패리티신호를 생성하는 제1부호화수단과,

상기 제1송신신호의 요소의 순서를 변경하는 제1인터리브수단,

이 제1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요소의 순서가 변경된 제2송신신호에 대해 제2부호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2패리티신호를 생성하는 제2부호화수단 및,

상기 제1송신신호, 상기 제1패리티신호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송신 부호화 신호를 생성하여 송신하는 수단을 구

비하고;

수신측은,

상기 송신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제1수신신호, 제1수신 패리티신호 및 제2패리티신호를 포함하는 수신 부호화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제1수신신호와 상기 제1수신 패리티신호에 임의의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조정신호를 가산하여 제1복호 입력신호를

생성하고, 이 제1복호 입력신호로부터 복호 출력신호를 생성하는 제1복호수단,

상기 제1복호 출력신호를 기초로 상기 조정신호를 수정하는 제1수정수단,

상기 제1수신신호에 대해 인터리브 처리를 실시하여 제2수신신호를 출력하는 제2인터리브수단,

상기 제2수신신호와 상기 제2수신 패리티신호에 상기 조정신호를 가산하여 제2복호 입력신호를 생성하고, 이 제2복호 입

력신호로부터 제2복호 출력신호를 생성하는 제2복호수단,

상기 제2복호 출력신호를 기초로 상기 조정신호를 수정하는 제2수정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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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복호수단에 의한 제1복호 출력신호의 생성처리 및 상기 제1수정수단에 의한 조정신호의 수정처리와, 상기 제2복

호수단에 의한 제2복호 출력신호의 생성처리 및 상기 제2수정수단에 의한 조정신호의 수정처리를 소정의 횟수 반복하여

실행시키는 제어수단 및,

상기 반복횟수를 제1 및 제2수신신호의 특정한 요소에 대하여 변경설정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

청구항 28.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다중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의 각각을 중요부분과 비중요부분으로 나누는 분할수단과,

이 분할수단에 의해 나누어진 중요부분에 대해 제1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부

호화수단,

이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비중요 데이터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제

1헤더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헤더 생성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제1헤더정보,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

보데이터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에 대해 제2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부호화 수단,

이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에 대응하는 각 부호화 정보데이터군을 상기 패

킷의 소정의 위치에 각각 삽입하기 위한 다중화수단 및,

이 다중화수단에 의해 다중화된 각 부호화 정보데이터군에 그 다중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2헤더 정보를 부가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다중화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 생성수단은, 제1헤더 정보의 에러검출을 행하기 위한 에러검출부호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또한, 상기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상기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

기 헤더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제1헤더 정보 및 그 에러검출부호 및,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에 대해, 제2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화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전송로의 품질을 나타내는 정보를 취득하는 취득수단과,

이 취득수단에 의해 취득한 전송로 품질이 문턱치 보다도 양호한 경우에는, 상기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을 상기 제2에러정

정 부호화를 행하지 않고 상기 다중화수단에 공급하는 부호화 제어수단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화

장치.

청구항 31.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분리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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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패킷에 삽입되어 있는 복수 종류의 부호화 정보데이터군을, 그 다중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2헤더 정보에 기초하여

분리하는 분리수단과,

이 분리수단에 의해 분리된 복수 종류의 부호화 정보데이터군의 각각에 대해 제2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하는 제2에러정

정 복호수단,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의해 얻어진 각 복호 정보데이터군을 이 복호 정보데이터군에 포함되어 있는 제1헤더 정보를

기초로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비중요부분의 복호 정보데이터로 나누고,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에 대해

제1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하는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복호 정보데이터와, 비중요부분의 복호 정보데이터로부터 원래 정보

데이터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32.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다중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의 각각을 중요부분과 비중요부분으로 나누는 분할수단과,

이 분할수단에 의해 나누어진 중요부분에 대해 에러정정부호를 이용하여 에러정정 부호화 하기 위한 에러정정 부호화수

단,

이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와의 경계를 나타

내는 제1헤더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헤더 생성수단,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헤더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헤더 정보

및,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을 상기 패킷중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각각 삽입하기

위한 다중화수단 및,

이 다중화수단에 의해 다중화된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에 그 다중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2헤더 정보를 부가하여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화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 생성수단은 제1헤더 정보의 에러검출을 행하기 위한 에러검출부호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또한 상기 다중화수단은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상기 헤더 생성수단

에 의해 생성된 제1헤더 정보 및 그 에러검출부호 및, 상기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보데이터군을

상기 패킷중의 미리 정해진 위치에 각각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화장치.

청구항 34.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를 1개의 패킷에 넣어 다중화 전송하는 정보데이터 다중화 전송시스템의 분리장치에 있어서,

수신 패킷에 삽입되어 있는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군을, 그 다중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2헤더 정보에 기초하여 분리하

는 분리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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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수단에 의해 분리된 복수 종류의 정보데이터군의 각각을, 이 정보데이터군에 포함되어 있는 제1헤더 정보를 기초

로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와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 나누고, 중요부분의 부호화 정보데이터에 대해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행하는 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이 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의해 얻어진 중요부분의 복호 정보데이터와, 비중요부분의 정보데이터로부터 원래 정보데이터를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35.

제1정보신호열 및 이 제1정보신호열보다 강한 에러보호가 필요한 제2정보신호열에 대해 제1검사신호열을 생성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과,

상기 제2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기 위한 송신 인터리브수단,

이 송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정보신호열에 대해 제2검사신호열을 생성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부호화

수단 및,

상기 제1 및 제2정보신호열과 상기 제1 및 제2검사신호열을 포함하는 부호화 신호를 전송로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장치.

청구항 36.

청구항 35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 및 제2정보신호열을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

러정정 복호하여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는 수신 인터리브수단,

이 수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원래로 되돌리기 위한 수신 디인터리브수

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37.

청구항 35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는 수신 인터리브수단과,

이 수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

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원래로 되돌리기 위한 수신 디인터리브수

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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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신 디인터리브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복호정보신호열 및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

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38.

제36항 또는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은 양자간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

는 반복 복호기능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및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중 적어도 한쪽에 따라 반복횟수를 결정하여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설정하는 반복 제어수단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40.

청구항 35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 및 제2정보신호열을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

러정정 복호하여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인터리브한 후, 이 인터리브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상

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얻고,

이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디인터리브 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의 사이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여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열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

정정 복호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택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

치.

청구항 41.

청구항 35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을 인터리브한 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

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얻고, 이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디인터리브 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2에

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보신호열을 상

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복호정보신호열 및 더 에러정정된 제2복

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의 사이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여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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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열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

정정 복호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택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

치.

청구항 42.

제1정보신호열 및 이 제1정보신호열보다 강한 에러보호가 필요한 제2정보신호열을 에러정정 부호화 하여 송신하는 에러

정정 부호화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기 위한 송신 인터리브수단과,

이 송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정보신호열 및 상기 제1정보신호열에 대해 제1검사신호열을 생성하기 위

한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

상기 제2정보신호열에 대해 제2검사신호열을 생성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상기 제1 및 제2정보신호열과 상기 제1 및 제2검사신호열을 포함하는 부호화 신호를 전송로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장치.

청구항 43.

청구항 42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을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는 수신 인터리브수단,

이 수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복호정보신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복호정보신호열 및 더 에러정정된 제2

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원래로 되돌리기 위한 수신 디인터리브수

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44.

청구항 42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변경하는 수신 인터리브수단과,

이 수신 인터리브수단에 의해 순번이 변경된 제2정보신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

1에러정정 복호수단,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의 요소의 순번을 원래로 되돌리기 위한 수신 디인터리브수

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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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신 디인터리브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

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45.

제43항 또는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은 양자간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

는 반복 복호기능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및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중 적어도 한쪽에 따라 반복횟수를 결정하여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설정하는 반복 제어수단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47.

청구항 42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을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인터리브 한 신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

는 제1정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복호정보신호열

및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얻고, 이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디인터리브 하여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

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의 사이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여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열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

정정 복호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택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

치.

청구항 48.

청구항 42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정보신호열을 인터리브 한 신호열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정

보신호열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디인터리브 한 후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

검사신호열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의 사이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여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정보신호열을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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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열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

정정 복호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을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택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

치.

청구항 49.

제35항 또는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정보신호열에는 제1전송품질이 요구되는 비중요정보를 할당하고, 또 제2정보신

호열에는 제1전송품질보다 높은 제2전송품질이 요구되는 중요정보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장치.

청구항 50.

제35항 또는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정보신호열에는 전송에러에 대해 제1강도를 갖는 제1전송방식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를 할당하고, 또 제2정보신호열에는 전송에러에 대해 상기 제1강도보다 낮은 제2강도를 갖는 제2전송방식에 의해 전

송되는 정보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장치.

청구항 51.

K×L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1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제1에러정정 부호화 규칙에 따라 (N-K)×L개의 요

소로 이루어진 제1의 2차원검사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부호화수단과,

상기 제1의 2차원정보블록중 특히 강한 에러보호가 필요한 K2(K＞K2)×L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2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직방향에 대해, 제2에러정정 부호화 규칙에 따라 K2×(M-L)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생성하기 위

한 제2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상기 제1의 2차원정보블록과 상기 제1 및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포함하는 부호화 신호를 전송로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장치.

청구항 52.

청구항 51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

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를 행해,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에 포함되는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응하는 정

보블록의 수직방향에 대해,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를 행해, 제2

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53.

청구항 51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응하는 정보블록의 수직방향에 대해, 상기 수신 부호

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를 행해,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2

에러정정 복호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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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터 출력된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정보

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를 행해, 제1복호 2

차원정보블록 및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54.

제52항 또는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은 양자간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

는 반복 복호기능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요구되는 에러정정능력 및 허용되는 처리지연량중 적어도 한쪽에 따라 반복횟수를 결정하여 제1 및 제2

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설정하는 반복 제어수단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56.

청구항 51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정보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

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에 포함되는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응하는 정

보블록의 수직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 2차

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과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과의 사이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고,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정

정 복호처리와,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각각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

수단을 각각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택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57.

청구항 51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장치로부터 송신된 부호화 신호를 수신하여 복호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 대응하는 정보블록의 수직방향에 대해, 상기 수신 부호

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2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하여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2에러

정정 복호수단과,

이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 및, 상기 수신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정

보블록의 수평방향에 대해, 상기 부호화 신호에 포함되는 제1의 2차원검사블록을 기초로 에러정정 복호를 행해, 제1복호

2차원정보블록 및 더 에러정정된 제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기 위한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은 양자간에서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적어도 1회 반복하고, 이 반복 복호후의 제1 및 제

2복호 2차원정보블록을 출력하는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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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로의 상태 및 전송하는 정보신호의 성질중 적어도 한쪽에 기초하여, 상기 제1에러정정 복호수단만을 사용하는 에러정

정 복호처리와,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을 각각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 및, 제1, 제2 및 제3에러정정 복호수단

을 각각 사용하는 에러정정 복호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선택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58.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2차원정보블록중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을 제거한 정보블록에는 제1전송품질이 요구되

는 비중요정보를 할당하고, 또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는 상기 제1전송품질보다 높은 제2전송품질이 요구되는 중요정보

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장치.

청구항 59.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2차원정보블록중 상기 제2의 2차원정보블록을 제거한 정보블록에는 전송에러에 대해 제1

강도를 갖는 제1전송방식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를 할당하고, 또 제2의 2차원정보블록에는 전송에러에 대해 상기 제1강도

보다 낮은 제2강도를 갖는 제2전송방식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부호화장치.

청구항 6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의 입력측에, 이들의 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입력해야 할 각 신호열 또

는 신호블록의 신호레벨을 수신 부호화 신호의 레벨에 기초하여 정규화 하기 위한 정규화수단을 더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61.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의 입력측에, 이들의 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입력해야 할 각 신호열 또

는 신호블록의 신호레벨을 수신 부호화 신호의 레벨에 기초하여 정규화 하기 위한 정규화수단을 더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62.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에러정정 복호수단의 입력측에, 이들의 에러정정 복호수단에 입력해야 할 각 신호열 또

는 신호블록의 신호레벨을 수신 부호화 신호의 레벨에 기초하여 정규화 하기 위한 정규화수단을 더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정정 복호장치.

청구항 63.

다중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송장치에 있어서,

제2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복수 종류의 제1데이터를 부호화하는 에러검출 인코더와,

제3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를 이용하여 제2데이터를 부호화하는 에러정정 인코더 및,

제3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기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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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4.

다중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송장치에 있어서,

제2가변길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복수 종류의 제1가변길이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에러검출 인코더와,

제3가변길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이용하여 제2가변길이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에러정정

인코더 및,

제3가변길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기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장치.

청구항 65.

데이터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정보데이터 전송장치에 있어서,

제2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얻기 위해 제1가변길이 정보데이터에 에러검출 부호를 부가하기 위한 수단과,

제3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얻기 위해 제2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로 부호화하기 위한 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제1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수신측에 제3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제2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구성하고 정보 다항식으로 형성되는 복수의 정보요소를 시프트

입력하기 위한 시프트 입력수단을 갖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시프트 입력수단은 정보다항식의 항 차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보요소를 입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66.

데이터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정보데이터 전송장치에 있어서,

제2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얻기 위해 제1가변길이 정보데이터에 에러검출 부호를 부가하기 위한 수단과,

제3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얻기 위해 제2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로 부호화하기 위한 에러정정

부호화수단 및,

제1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수신측에 제3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에러정정 부호화수단은,

제2가변길이 정보데이터의 데이터 길이와 소정의 고정된 데이터 길이를 비교하는 수단,

제2가변길이 정보데이터가 소정의 고정된 데이터길이보다 짧은 경우, 고정길이 정보데이터를 얻기 위해, 제2가변길이 정

보데이터의 데이터 길이와 소정의 고정된 데이터 길이 사이의 차이에 상응하는 데이터 길이를 갖는 제1널부호열을 제2가

변길이 정보데이터에 부가하는 수단,

고정길이 정보데이터를 시프트 입력하는 수단 및,

단축화된 제3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얻기 위해, 시프트 입력된 고정길이 정보데이터로부터, 제1널부호열에 상응하는 제2

널부호열를 삭제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전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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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7.

다중화 통신 시스템의 정보데이터 전송방법에 있어서,

제2가변길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에러검출 부호를 이용하여 제1가변길이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단계와,

갈루아 필드상의 단축화 리드 솔로몬 부호를 이용하여 제2가변길이 정보데이터를 부호화하는 단계 및,

부호화된 제2가변길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68.

다중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송장치에 있어서,

제2가변길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제1가변길이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에러검출 인코더와,

제3가변길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갈루아 필드상의 단축화 리드·솔로몬 부호를 이용하여 제2가변길이 데이터를 부호

화하는 에러정정 인코더 및,

제3가변길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기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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