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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ＤＡＢ에서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의 수신 에러 검출방법및 장치

(57) 요약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에 에러검출용 패킷을 삽입하여, 데이터 서비스의 수신 에러를 검출하는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

다. 본 발명에 따라, DAB의 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에러검출용 패킷 구조를 기록한 정보저장매체는,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

되는 채널에 관한 적어도 하나의 주소 정보; 및 상기 주소에 대응되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주소와 에

러검출용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모드 데이터에서의 패킷 데이터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에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

메모리 관리 효율이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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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채널에 관한 에러 검출을 위한 주소 정보; 및

상기 주소에 대응되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주소와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모드 데이터에서의 패킷 데이터 필드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에러검출용 패킷 구조를 기록한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CRC 또는 FEC 데이터로써 해당 주소를 갖는 패킷들을 누적하여 소정의 CRC 생성 또는 FEC

생성방법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에러검출용 패킷 구조를 기록한 정

보저장매체.

청구항 3.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실리는 채널 정보를 기록한 컨텐츠 인디케이터; 및

상기 컨텐트 인디케이터에 대응되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기록한 X-PAD 데이터 서브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컨텐트 인디케이터와 X-PAD 데이터 서브필드는 DAB의 오디오 서비스의 부가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사용되는 X-PAD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서비스 데이터에 포함된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PAD) 자료구조를 기록한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4.

(a)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소정의 크기로 잘라 패킷들로 만들어 전송하는 단계; 및

(b) 상기 패킷들을 상기 데이터 서비스의 비트 레이트에 따라 전송하다가, 임의의 시간간격으로 상기 패킷들에 대한 에러

검출용 데이터 패킷을 만들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 전송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비트 레이트가 빠르면 에러검출용 데이터 패킷을 더 자주 보내고, 비트 레이트가 늦으면 에러검출

용 데이터 패킷을 적게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 전송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용 데이터 패킷은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채널에 관한 에러 검출을 위한 주소 정보; 및

상기 주소에 대응되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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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소와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모드 데이터에서의 패킷 데이터 필드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 전송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CRC 또는 FEC 데이터로써 해당 주소를 갖는 패킷들을 누적하여 소정의 CRC 생성 또는 FEC

생성방법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 전송방법.

청구항 8.

(a)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에 실어 보내기 위해,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에 포함된 X-PAD 필

드에,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전송되는 채널 정보를 나타내는 컨텐츠 인디케이터를 기록하는 단계; 및

(b) 상기 컨텐트 인디케이터에 대응하여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X-PAD 데이터 서브필드에 기록하여 상기 X-PAD 필드를

구성하여 상기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9.

(a)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수신된 패킷이 에러검출용 패킷인가를 판단하여, 에러검출용 패킷이며 이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수신한 데이터 서

비스용 패킷의 수신에러유무를 판단하여 에러가 존재하면 지금까지 수신한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을 버리고 데이터 서비스

용 패킷의 수신을 다시 기다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의 에러검출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패킷이 에러검출용 패킷이 아니고 데이터 서비스용 실제 패킷이면 그 데이터 패킷에 포함

된 CRC 데이터를 분석하여 에러가 없으면 수신한 데이터 패킷을 저장하고 에러가 있으면 버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의 에러검출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에러검출용 패킷을 분석하여 에러가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의 수신을 다시 기다리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의 에러검출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용 데이터 패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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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채널에 관한 에러 검출을 위한 주소 정보; 및

상기 주소에 대응되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주소와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모드 데이터에서의 패킷 데이터 필드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의 에러검출방법.

청구항 13.

(a)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의 F-PAD 필드를 분석하여, X-PAD 필드와 에러검출용 채널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판단결과, X-PAD가 존재하면, X-PAD 필드에 포함된 채널 인디케이터를 해석하여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실린

채널을 찾아내고, 해당 채널에 대응되는 X-PAD 데이터 서브 필드를 해석하여 에러검출용 패킷을 얻는 단계; 및

(c) 상기 얻은 에러검출용 패킷을 분석하여 수신된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의 에러유무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의 에러검출방법.

청구항 14.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한 데이터가 에러검출용 데이터인지를 판단하여 에러검출용 데이터이면 에러검출데이터 해석부로 전달하고, 그

렇지 않으면 상기 수신 데이터 자체의 에러여부를 판단하여 에러가 없으면 저장부로 전달하는 판단부;

상기 전달받은 에러검출용 데이터의 에러여부를 해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저장했던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저

장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에러검출데이터 해석부; 및

상기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 에러검출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채널에 관한 에러 검출을 위한 주소 정보; 및

상기 주소에 대응되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주소와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모드 데이터에서의 패킷 데이터 필드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 에러검출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채널에 관한 에러 검출을 위한 주소 정보; 및

상기 주소에 대응되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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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널의 주소와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DAB의 오디오 서비스에 포함시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X-PAD 필드

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 에러검출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수신된 데이터의 에러 검출에 관

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에 에러검출용 패킷을 삽입하여, 데이터 서비스의 수신 에러를 검출하

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은 오디오 서비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데이터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부

가 데이터의 예로는 정지영상, 동영상, 그래픽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가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

어 서비스의 예를 들면, 여행 및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뉴스의 헤드라인 문자와 영상을 결합하여 보여주거나 일기예보와

교통정보를 전자지도와 결합하여 보여 주는 등의 프로그램 연동 데이터(Programme Associated Data, PAD) 제공 서비

스, 웹 사이트의 방송이나 DAB 용 GPS와 같은 프로그램과 무관한 독립 정보 서비스, 그리고 동영상 전송 서비스 등이 있

다.

그러나,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 구조에는 전송에러가 발생하여 중간에 데이터가 손실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되어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크기의 의미를 가진 전송단위만큼

의 데이터가 모두 수신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를 디코딩해 보아야만 에러여부를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DAB에서의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적은 대역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작은

크기의 패킷으로 나누어 전송하는데, 각각의 패킷에는 해당 패킷이 몇 번째 패킷인지를 의미하는 인덱스 필드 등이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개의 수신패킷을 모아 의미있는 단위가 될 때까지 패킷들을 모두 수신한 후 이를 합쳐본 후에야

수신된 데이터의 손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신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도 에러여부가 판단될까지는 데

이터를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 데이터의 중간중간에 에러검출용 패킷을 더 삽입하

거나,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의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PAD) 필드에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기록하여, 데이터 서비스의 수

신 에러를 검출하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라,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채널에 관한 적어도 하나의 주소 정보; 및 상기 주소에 대

응되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주소와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모드 데이터에서의 패킷 데이터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에러검출용 패킷

구조를 기록한 정보저장매체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CRC 또는 FEC 데이터로써 해당 주소를 갖는 패킷들을 누적하여 소정의 CRC 생성 또는 FEC

생성방법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는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실리는 채널 정보를 기록한 컨텐츠 인디케이터; 및 상기 컨텐트 인디케이

터에 대응되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기록한 X-PAD 데이터 서브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컨텐트 인디케이터와 X-PAD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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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서브필드는 DAB의 오디오 서비스의 부가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X-PAD 필드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디오 서비스 데이터에 포함된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PAD) 자료구조를 기록한 정보저장

매체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기술적 과제는 (a)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소정의 크기로 잘라 패킷들로 만

들어 전송하는 단계; 및 (b) 상기 패킷들을 상기 데이터 서비스의 비트 레이트에 따라 전송하다가, 임의의 시간간격으로 상

기 패킷들에 대한 에러검출용 데이터 패킷을 만들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

용 패킷 전송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는 (a)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에 실어 보내기 위해, 오디오 서비스용 데

이터에 포함된 X-PAD 필드에,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전송되는 채널 정보를 나타내는 컨텐츠 인디케이터를 기록하는 단계;

및 (b) 상기 컨텐트 인디케이터에 대응하여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X-PAD 데이터 서브필드에 기록하여 상기 X-PAD 필드

를 구성하여 상기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

스 제공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는 (a)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수신된 패킷이 에러검출용 패킷인가를

판단하여, 에러검출용 패킷이며 이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수신한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의 수신에러유무를 판단하여 에러가

존재하면 지금까지 수신한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을 버리고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의 수신을 다시 기다리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의 에러검출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상기 기술적 과제는 (a)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의 F-PAD 필드를 분석하여, X-PAD 필드와 에러검출용 채널의 존

재유무를 판단하는 단계; (b) 상기 판단결과, X-PAD가 존재하면, X-PAD 필드에 포함된 채널 인디케이터를 해석하여 에

러검출용 데이터가 실린 채널을 찾아내고, 해당 채널에 대응되는 X-PAD 데이터 서브 필드를 해석하여 에러검출용 패킷을

얻는 단계; 및 (c) 상기 얻은 에러검출용 패킷을 분석하여 수신된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의 에러유무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의 에러검출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기술적 과제는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한 데이터

가 에러검출용 데이터인지를 판단하여 에러검출용 데이터이면 에러검출데이터 해석부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수

신 데이터 자체의 에러여부를 판단하여 에러가 없으면 저장부로 전달하는 판단부; 상기 전달받은 에러검출용 데이터의 에

러여부를 해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저장했던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저장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에러검출데이

터 해석부; 및 상기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B의 데이터 서비스 에

러검출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채널에 관한 적어도 하나의 주소 정보; 및 상기 주소에 대응되는 에

러검출용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주소와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모드 데이

터에서의 패킷 데이터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채널에 관한 적어도 하나의 주소 정보; 및 상기 주소에 대응되

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각각 포함하며, 상기 채널의 주소와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DAB의 오디오 서비스에 포함시켜 데이

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X-PAD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DAB 시스템의 송신측 구성도이다.

DAB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오디오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가 있다. 따라서 비디오 서비스 인코

더(110), 오디오 서비스 인코더(120) 및 데이터 서비스 인코더(130)를 구비하여 각각의 서비스 데이터를 인코딩한다.

영화,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과 같은 비디오 데이터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110)로 보내어져 스트림 모드 데이터로 인코

딩된 후, 채널코딩을 거쳐 MSC 다중화부(140)로 입력된다. 음성, 음악과 같은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서비스 인코더

(120)에 입력되어 인코딩 및 채널 코딩이 수행된 후 MSC 다중화부(140)에 입력된다. DAB 시스템에서는 비디오 서비스

및 오디오 서비스가 채널별로 복수개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서비스 인코더(110) 및 오디오 서비스 인코더(120)

는 복수개가 존재할 수 있다. 문자 데이터, 웹 데이터 등은 패킷 모드 데이터로 분류되고 이들 패킷 모드 데이터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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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코더(130)에 입력되어 인코딩 및 채널 코딩이 수행된 후 MSC 다중화부(140)에 입력된다. 패킷 모드의 데이터

서비스도 복수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서비스 인코더(130)도 복수개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데이터 서

비스용 데이터는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의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PAD) 필드에도 실려 제공될 수 있다.

MSC 다중화부(140)는 인코딩된 비디오 서비스용 데이터,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다중화하

고 각각의 서비스에 관한 부가정보와 다중화 정보를 더한 후 여기에 동기정보를 붙여 DAB 전송 프레임(transmission

frame)을 만들어 출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DAB 전송 프레임은 OFDM 변조부(150)와 증폭기(160)를 거쳐 VHF 대역의

전파에 실려 전송된다. 수신장치는 고정형이나, 휴대형, 이동형 어느 것이나 될 수 있다.

도 2는 데이터 서비스를 수신하는 DAB 시스템의 수신측 구성도이다.

DAB 수신장치에서는 OFDM 변조된 신호를 튜너(210)를 통해 수신하고 OFDM 복조기(220)를 통해 복조하여 DAB 전송

프레임으로 만든다. 채널 디코더(230)는 베이스밴드 디코더(232) 및 OFDM 채널 디코더(234)를 포함한다. 채널 디코더

(230)는 DAB 전송 프레임에 포함된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 FIC) 데이터를 파싱하여 서비스 리스트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고속정보채널(FIC) 데이터에는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및 패킷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해석하면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어떠한 방법에 따

라 인코딩되어 있고 패킷화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사용자가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서비스 데이터를 MSC 역다중화부(240)가 추출하여 출력한다. 비디오 서

비스를 사용자가 선택하면, 비디오 서비스를 구성하는 인코딩된 비디오 스트림,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및 인코딩된 부가

데이터 스트림은 각각 비디오 디코더(250), 오디오 디코더(260) 및 데이터 디코더(270)로 전달되어 디코딩된다. 제어부

(280)는 비디오 서비스 인코딩 파라미터 정보 및 패킷화 정보에 따라 각 구성부를 제어한다.

도 3은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 중 패킷 데이터 및 비디오 서비스용 데이터가 주 서비스 채널

(MSC)에 다중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참조도이다.

DAB의 전송 프레임은 동기 채널(Synchronization Channel, SC)(310),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 FIC)

(320) 및 주 서비스 채널(Main Service Channel, MSC)(330)을 포함한다.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

데이터 및 비디오 서비스용 데이터는 주 서비스 채널(MSC)(330)에 실린다. 도 3을 참조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는 패킷모드를 통해 주 서비스 채널(MSC)(330)에 실릴 수도 있고,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의 일부로 실

릴 수도 있다.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의 일부로 실리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Programme Associated Data,

P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음악 방송중에 가수의 사진이나 프로필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에 포함시켜 전송할 때 프로그

램 관련 데이터(PAD) 필드에 실어 전송한다. 이하에서는 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패킷 데이터를 사용한 데이터 서비스

에서의 수신 에러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의 수신 에러 검출 방법의 흐름도이다.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여(S410),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데이터 서비스용 실제 데이터 패킷이 아니라, 에러

검출을 위해 삽입한 에러검출용 패킷인가를 체크한다(S420). 에러검출을 위해 삽입한 데이터의 예로는 CRC(Cyclic

Redundancy Check) 패킷 또는 FEC(Forward Error Correction) 패킷이 될 수 있다. CRC나 FEC의 구성에 대해서는 후

술한다.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에러검출용 패킷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 패킷이면 그 데이터 패킷이 유효한 값인가를 판단하

여(S430), 유효한 값이면 이를 저장하고 다음 데이터 패킷의 수신을 기다린다(S440), 유효한 값이 아니면 수신한 데이터

패킷을 버리고 새로운 데이터 패킷의 입력을 기다린다(S470).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데이터 패킷의 끝

부분에 부가된 패킷 CRC 값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한편, S420 단계에서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에러검출용 패킷인 경우에는 에러검출용 패킷을 해석하여(S450), 유효한 값

인가를 판단한다(S460). 에러검출용 패킷이 CRC 패킷인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진 CRC 계산방법에 따라 CRC 패킷이 유

효한 값인가를 판단한다. FEC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잘 알려진 FEC 계산방법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CRC 계

산 또는 FEC 계산을 통해, 유효한 값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신한 데이터 패킷의 수신에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데이터 패킷의 입력을 기다리고, 에러검출용 패킷을 분석하여 유효하지 않은 값으로 판단되면 그동안

저장했던 데이터 패킷을 버리고 새로운 데이터 패킷의 입력을 기다린다(S470).

도 5는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 데이터의 중간중간에 에러검출용 패킷의 예로 CRC 패킷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

한 참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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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DAB에서의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이 순서대로 입력된다. 여러 채널을 통하여 복수 종류의 패킷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패킷은 이들 종류들을 구별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패킷 데이터가 도 3을 참

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주 서비스 채널(MSC)에 다중화된다. 본 발명에서는 첫 번째 패킷(510), 두 번째 패킷(520), n 번

째 패킷(530) 까지의 패킷이 빠짐없이 잘 수신되었는가를 체크하기 위한 에러검출패킷으로써 CRC 패킷(540)을 둔다. 그

리고, 계속해서 (n+1) 번째 패킷(550)을 포함하여 여러개의 패킷이 더 나오고, 이후 다시 CRC 패킷(560)을 둔다. CRC 패

킷(560)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수신된 데이터 패킷들(510 내지 550)이 모두 에러없이 수신되었는가를 체크한다. 에러검출

용 패킷으로써 CRC 패킷을 얼마나 자주 삽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데이터 서비스의 비트 레이트(bit rate)에 따라 가변적으

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전송에러가 갑자기 많아진 경우나, 비트 레이트가 높아진 경우에는 에러검출을 더 자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에러검출용 패킷을 더 자주 삽입한다. 한편, 에러검출용 패킷으로써 CRC 대신 FEC를 사용할 수도 있

다.

도 6은 패킷 모드 데이터가 MSC 데이터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이다.

데이터 그룹 레벨에서 보면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는 MSC 데이터 그룹 헤더(MSC data group header)(710), MSC 데이

터(MSC data)(720) 및 MSC 데이터 그룹 CRC(MSC data group CRC)(730)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도 5를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소정 크기의 패킷으로 나누어 전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패킷 데이터 필드(packet data field)(640)에 기록하고 그 앞뒤에 패킷 헤더(packet header)(650) 및 패킷 CRC(packet

CRC)(660)을 부가한다. 패킷 헤더(650)는 패킷 데이터가 어떠한 서비스를 위한 패킷 데이터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어드레

스 필드와 패킷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한 필드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도 6을 참조하면, 도 5에 도시한 첫 번째 패킷

(510), n 번째 패킷(630)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에러검출용 패킷의 상세 구성도이다.

에러검출용 패킷은 일반 데이터 패킷과 유사하지만 패킷 데이터 필드(640)에 CRC 또는 FEC와 같은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패킷 헤더는 패킷 길이 정보(packet length, 710), 연속성 인덱스(Continuity index, 720),

최초/마지막 패킷 여부(First/last, 730), 주소(Address, 740), 명령어 여부(command, 750) 및 사용자의 가용 데이터 길

이(useful data length, 760)를 포함한다.

패킷 길이 정보(packet length, 710)는 2 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값에 따라 패킷 헤더, 패킷 데이터 필드 및 패킷 CRC

를 포함한 패킷의 전체 길이가 정해진다. 연속성 인덱스(720)는 2 비트값으로써, 하나의 패킷이 전송될 때마다 하나씩 그

값이 증가하는 값이다. 따라서, 2 비트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4개의 패킷이 손실되면, 패킷이 손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

속성 인덱스(720)에 저장된 값이 연속된 값이 되므로 패킷의 손실을 알 수 없다. 최초/마지막 패킷 여부(First/last, 730)는

그 패킷이 최초 패킷 또는 마지막 패킷인가의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값이다. 주소(Address, 740)는 여러채널을 통하여 서

로 다른 종류의 패킷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수의 프로필 데이터와 사진 데이터가

데이터 서비스 패킷모드로 전달될 때 이들 패킷이 다중화되어 있으므로 어떤 패킷이 프로필 데이터인지 또는 사진 데이터

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를 주소(740)에 기록한다. 명령어 여부(command, 750)는 이 패킷이 특별한 용도의 명령을 내

리기 위한 패킷인지의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자의 가용 데이터 길이(useful data length, 760)는 패킷 데이

터 필드의 길이가 기록된다.

패킷 데이터 필드의 가변 사용자 데이터 필드(variable length user data, 770)에는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기록된다. 데이

터 패킷이 여러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주소에 대한 에러검출용 값을 모두 기록한다. 즉, 주소 1(771)에 대

한 에러검출용 값 1(772), 주소 2(773)에 대한 에러검출용 값 2(774), 주소 n(775)에 대한 에러검출용 값 n(776) 등이 차

례로 기록된다. 데이터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주소값은 0에서 1023이 될 수 있는데, 이중에서 사용자나 DAB 시스템에서

사용되지 않는 임의의 값을 에러검출용 데이터에 대한 주소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종료 마커(End marker)(777)는 에러

검출용 값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값이다. 패킷 데이터 필드의 길이를 패킷 길이(710)에서 정해진 값이 되도

록 패딩 필드(780)를 두어 0 또는 1의 값으로 패딩한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서비스에서 패킷 모드를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시의 에러검출용 데이터 삽입과 이를 이용한 에러검출방

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하에서는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PAD)를 이용하여 데이터 서비스에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어떻

게 삽입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8은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PAD)가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에 실려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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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데이터가 스트림를 이용하여 전송될 때 오디오 데이터(810)의 뒤에 가변길이의 X-PAD(Extended Programme

Associated Data, 820)와 SCR-CRC(Scale Factor Error Check, 830) 및 F-PAD(Fixed Programme Associated Data,

840)가 덧붙여져, 오디오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 데이터가 X-PAD(Extended Programme Associated Data, 820)에 실린

다. 본 발명에서는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X-PAD(820) 필드에 삽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X-PAD 필드에 기록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이다.

F-PAD 필드(840)는 X-PAD 인디케이터(X-PAD Indicator, 941)와 컨텐트 인디케이터 플래그(Content Indicator flag,

CI flag, 942)를 포함한다. X-PAD 인디케이터(X-PAD Indicator, 941)는 X-PAD 필드의 존재유무를 기록한다. 컨텐트

인디케이터 플래그(Content Indicator flag, CI flag, 942)는 X-PAD 필드에 어떠한 컨텐트 인디케이터(CI)가 존재하는지

를 기록한다.

X-PAD 필드(820)는 컨텐트 인디케이터(921 내지 923)와 각 컨텐트 인디케이터에 대응하는 X-PAD 데이터 서브 필드

(925 내지 927)를 포함한다. 그러나, X-PAD 필드에는 X-PAD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에러없이 잘 수신되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X-PAD 데이터 서브 필드의 값들 중 어느 하나가 빠지더라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인

디케이터들 중의 하나를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그 인디케이터에 대응되는 X-PAD 데이터 서

브 필드에 에러검출용 데이터를 삽입한다. 에러검출용 데이터는 상술한 바와 같이 CRC 또는 FEC 등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 9를 참조하면, 에러검출용 데이터의 인디케이터는 CI3(923)가 되고, 따라서 X-PAD 데이터 서브필드3(926)에 에

러검출용 데이터가 실린다.

도 10은 본 발명의 데이터 서비스 에러 검출 장치의 블록도이다.

데이터 서비스 에러검출장치는 수신부(1010), 판단부(1020), 에러검출데이터 해석부(1030) 및 저장부(1040)를 구비한

다. 수신부(1010)는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수신한다. 판단부(1020)는 수신한 데이터가 에러검출용 데이터인지를 판

단하여 에러검출용 데이터이면 에러검출데이터 해석부(1030)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신 데이터 자체의 에러여부를

판단하여 에러가 없으면 저장부(1040)로 전달한다. 에러검출데이터 해석부(1030)는 전달받은 에러검출용 데이터의 에러

여부를 해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저장했던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저장부(1040)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저장부

(1040)는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 서비스는 패킷모드를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오디오 서비스의 부가 데이터 형태로도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에러

검출용 데이터는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패킷 모드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고, 도 8 내지 도 9를 참조

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오디오 데이터의 부가 데이터가 실리는 PAD 필드에 실려 전송될 수도 있다.

한편, 전술한 에러검출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다.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

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

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에러검출방법을 구현한다. 상

기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에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필

요가 없어 메모리 관리 효율이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DAB 시스템의 송신측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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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데이터 서비스를 수신하는 DAB 시스템의 수신측 구성도,

도 3은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 데이터 서비스용 데이터 중 패킷 데이터 및 비디오 서비스용 데이터가 주 서비스 채널

(MSC)에 다중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참조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의 수신 에러 검출 방법의 흐름도,

도 5는 데이터 서비스용 패킷 데이터의 중간중간에 에러검출용 패킷의 예로 CRC 패킷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

한 참조도,

도 6은 패킷 모드 데이터가 MSC 데이터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에러검출용 패킷의 상세 구성도,

도 8은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PAD)가 오디오 서비스용 데이터에 실려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에러검출용 데이터가 X-PAD 필드에 기록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

도 10은 본 발명의 데이터 서비스 에러 검출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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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등록특허 10-0667773

- 11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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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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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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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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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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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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