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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에이치디티브이용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

요약

본 발명은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를 통합하여 하나의 디코더로 구성하
여 하드웨어를 감소시키는 HDTV용 트렐리스 통합 디코더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와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를 결합하
고, 결합된 상태 천이도에서 사용하는 신호 집합을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신호 집합과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신호 집합으로 구별하여 하나의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를 구성하고, 콤필터 동작 유무에 
따라 외부에서 출력되는 Comb ON 신호에 의해 즉, 콤필터가 동작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트렐리스 디코더를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시키고, 콤필터가 동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를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시키도록 함으로써, 하드웨어의 크기와 양을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에이치디티브이용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트렐리스 인코더와 디코더의 블록도.

제2도는 상기 제1도의 트렐리스 인코더의 상세 블록도.

제3도는 상기 제1도의 트렐리스 인코더의 TCM 맵퍼 설명도.

제4도는 상기 제1도의 트렐리스 디코더에 따른 콤필더의 출력 신호레벨 설명도.

제5도는 일반적인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의 상태 천이도.

제6도는 일반적인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의 신호 집합 및 거리 계산부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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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도는 일반적인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의 상태 천이도.

제8도는 일반적인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의 신호 집합 및 거리 계산부의 개념도.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의 상태 천이도.

제10도는 상기 제9도의 상태 천이도를 이용하여 구성한 본 발명에 따른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의 블록도.

제11도는 상기 제10도의 거리 계산부의 상세 블록도.

제12도는 상기 제10도의 하드 디시젼부의 상세 블록도.

제13도는 상기 제10도의 가산 및 비교 선택부의 상세 블록도.

제14도는 상기 제10도의 패스히스토리 계산부의 상세 블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거리 계산부                   200 : 하드 디시젼부

300 : 가산 및 비교 선택부        400 : 최적 패스 계산부

500 : 저장부                           600 : 패스 히스토리 계산부

700 : 차동 디코더                    800 : 멀티플렉서

Comb ON : 콤필터 동작 유무에 따라 외부에서 입력되는 제어 신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고선명 텔레비전(High Definition Television ; HDTV)용 트렐리스 디코더에 관한 것으로서, 더
욱  상세하게는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Optimal  Trellis  Decoder)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Partial Response Trellis Decoder)를 통합하여 하나의 디코더로 구성함으로써, 하드웨어를 감소시키는 
HDTV용 트렐리스 통합 디코더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GA(Grand Alliance) HDTV 시스템의 송수신기는 8VSB(Ves tigial Side Band) 전송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8VSB 전송 방식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2비트씩 묶어서 트렐리스 부호화하여 8레벨 신호로 바꾼 후 
VSB 방식으로 전송하게 된다. 

즉, 2비트의 입력 데이터가 입력되면, 트렐리스 인코더(Encoder)에서 상위 비트는 부호화하지 않고 나머
지 하위비트는 1/2 길쌈 부호화(Convolutional Coding)를 하여 2비트로 만들어 총 3비트를 출력한다. 그
리고,  이  3비트를  에러정정능력이  높은  전압  레벨(8레벨)로  맵핑(Mapping)하는  TCM(Trellis  Coded 
Modulation)을 한다.

여기서, TCM은 길쌈 부호화된 신호를 변조한 것으로 채널 밴드 폭(Channel Band Width)의 로스없이 약 
3dB 이상의 잡음비(S/N)를 얻을 수 있는 채널 코딩 방식이다.

한편, VSB 방식으로 전송된 신호는 다시 트렐리스 디코더를 사용하여 복호화한다.

이때, HDTV 방송국 인접 지역에 동일 채널(Co Channel) 엔티에스시(NTSC; 미국 TV 방송 위원회) 방송국이 
있으면 동일 채널 NTSC 간섭이 발생하게 되고, 동일 채널 NTSC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 채널 NTSC 
간섭 필터로 NTSC 리젝션 필터인 콤(Comb) 필터를 사용하여 NTSC 간섭을 제거한다.

따라서, 콤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두가지에 대하여 각각 다른 디코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호화하여야 한다.

제1도는 이러한 트렐리스 인코더, 콤 필터, 트렐리스 디코더와의 관계를 나타낸 블록도이고, 제2도는 상
기 제1도의 트렐리스 인코더의 상세 블록도이다.

즉, 프리코더(21-1)와 길쌈 부호기(21-2),  그리고 TCM  맵퍼(21-3)로 이루어지는 트렐리스 인코더(21)로 
입력되는 2비트(X2, X1)의 신호중 상위 비트(X2)는 수신기의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에서 부호화
되지 않은 상위 비트X2를 정확히 디코딩할 수 있도록 프리코더(21-1)에서 차(Differential) 부호화하여 
TCM 맵퍼(21-3)에 입력되고(Z2), 하위 1비트(Y1)는 길쌈 부호기(21-2)를 거쳐 2비트(Z1, Z0)가 되어 TCM
맵퍼(21-3)에 입력된다.

이때, 상위 1비트(X2)가 프리코더(21-1)에 입력되면 가산기에서 입력(X2)과 지연기에 저장되었던 그전 데
이터가 가산되어 출력되는데, 두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 출력되므로 트렐리스 디코더에서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하드 디시젼만 하면 바로 상위 1비트(X2) 값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기 3비트(Z2, Z1, Z0)가 입력된 TCM 맵퍼(21-3)는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는 8레벨의 전압 신호
를 제3도와 같이 송신한다.

따라서, 트렐리스 인코더(21)에서 상기와 같이 8레벨의 신호를 송신하면 수신부인 트렐리스 디코더에서는 
트렐리스 인코더(21)에서 부호화되기 이전의 2비트 신호(X2, X1)로 디코딩한다.

이때, HDTV 방송인접 지역에 동일 채널 NTSC 방송이 있으면 동일 채널 NTSC 간섭이 발생하게 되므로, 트
렐리스 디코더는 상기 TCM 맵퍼(21-3)에서 출력된 값을 지연시키는 12심볼 지연기(12D)(23-1)와, 상기 지
연기(23-1)에서 지연된 신호와 현재 TCM 맵퍼(21-3)에서 출력된 값의 차를 구하는 감산기(23-2)로 구성된 
콤 필터(23)를 사용하여 NTSC 간섭을 제거한다.

이때, 트렐리스 인코더(21)의 TCM 맵퍼(21-3)의 8레벨 출력이 상기 콤 필터(23)를 통과하면 제4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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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레벨로 변환한다.

따라서, 콤필터(23)를 사용했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두가지에 대하여 각각 다른 디코더를 사용
하여 데이터를 복호화하여야 한다.

즉, 수신된 신호에 동일 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없으면 4상태(State)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2
5)에 의해 디코딩하고, 동일 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있으면 콤 필터(23)를 거쳐 8상태 파셜 리스
폰스 트렐리스 디코더(27)에서 디코딩하여야 한다.

이때, 상기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25)에서는 상기 제3도와 동일한 신호 맵퍼를 사용하여 디코딩하게 되
는데, 이때의 상태 천이도는 제5도와 같고, 신호 집합은 제6도와 같다.

여기서, 대문자 S0, S1은 트렐리스 인코더(21)의 메모리 상태를 나타내고, 소문자 s0, s1, s2, s3은 신호 
집합을 나타낸다.

즉, s0={-7, 1}, s1={-5, 3}, s2={-3, 5}, s3={-1, 7}이며, 각 집합의 Euclidean(유클리디언) 거리값은 
d0, d1, d2, d3으로 나타냈다. d0, d1, d2, d3 집합으로 바꾸어 할당하는 한편,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

코더(27)는 상기 제4도와 같이 콤 필터(23)를 통과한 신호를 사용하여 디코딩하게 되는데, 이때의 상태 
천이도는 제7도와 같고, 신호 집합은 제8도와 같다.

마찬가지로, 대문자 S1, S2, S3은 트렐리스 인코더(21)의 메모리 상태를 나타내고, 소문자 s0, s1, s2, 
s3, s4, s5, s6 은 신호집합을 나타내며, s0={-14, -6, 2}, s1={-12, -4, 4}, s2={-10, -2, 6}, s3={-8, 
0, 8}, s4={-6, 2, 10}, s5{-4, 4, 12}, s6={-2, 6, 14}이다.

이와같이 상기와 같은 HDTV 수신기에는 동일 채널 NTSC 신호의 존재 유무에 따른 콤필터의 동작 여부에 
따라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등 2종류의 트렐리스 복호기가 있어야 하
므로, 2종류의 트렐리스 디코더를 각각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배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또한, 이들의 출
력을 처리하기 위해 2종류의 제어 신호를 사용하여 복잡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를 통합하여 하나의 디코더로 구성하고 1종류의 제어 신호를 사용하여 제
어함으로써, 하드웨어를 감소시키는 HDTV용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HDTV용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의 특징은, 파셜 리스폰
스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와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를 결합하고, 결합된 상태 천이도
에서 사용하는 신호 집합을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신호 집합과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신호 집
합으로 구별하여 하나의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를 구성하고, 콤필터 동작 유무에 따라 외부에서 출력되는 
Comb ON 신호에 의해, 즉 콤필터가 동작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를 파셜 리스폰스 트
렐리스 디코더로 동작시키고, 콤필터가 동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를 옵티멀 트렐리
스 디코더로 동작시키는데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HDTV용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의 상태 천이도로서, 상기 제5도의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의 상태 천이도와 제7도의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의 상태 천이도를 결합한 것이다.

이때, 상기 상태 천이도에서 사용하는 신호 집합은 제6도와 제8도의 2가지로 구별하여 주면 된다.

즉, 제9도의 상태 천이도를 보면, 굵은 선과 굵은 글자의 신호 집합은 제5도와 같은 옵티멀 트렐리스 디
코더의 상태 천이도에 해당하고, 가는 선과 가는 글자의 신호 집합은 제7도와 같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
스 디코더의 상태 천이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기 제9도의 상태 천이도와 제6도, 제8도의 신호 집합을 이용하여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를 구성
하면 제10도와 같다.

그러므로, 상기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HDTV용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의 전체 블록도이다.

제10도에서, Comb ON 신호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신호로 동일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존재하여 콤 
필터가 동작한 경우와 동일 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없거나 미약하여 콤 필터가 동작하지 않은 경
우에 데이터가 트렐리스 디코더에 입력되는 것을 구별하여 주는 신호이다.

즉,  제10도는,  Comb  ON  신호에 의해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출력되는 신호값에 따라 유클리디언의 거리
(Euclidean  Distance)(d0~d3)값을  출력하거나  콤필터에서  출력되는  신호값에  따라  유클리디언의 거리
(d0~d6)값을 출력하는 거리 계산부(100)와, Comb ON 신호에 의해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값에 따라 상위 1비트가 그전 데이터와 비교하여 같다, 다르다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콤필터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값에 따라 상위 비트가 그전 데이터와 비교하여 같다,  다르다는 정보를 출력하는 하드 디시젼
(Hard Decision)부(200)와, 상기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유클리디언 거리값과 저장부(500)에 저
장되어 있던 저장 메트릭(Store Metric) 값을 각 천이(Transition)마다 덧셈한 후 각 상태(State)별로 비
교하여  최소의  메트릭  값을  갖는  생존  매트릭  값(Survival  Metric)(svm0~svm7)과  생존  패스(Survival 
Path) (svp0~svp7)를 찾아 출력하는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와,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에서 출
력되는 전체 상태중에서 최소의 메트릭 값을 갖는 패스, 즉, 최적 생존 패스(Optimal Survival Path)를 
선택하여 최적 생존패스 선택신호(os)를 출력하고, 이때의 최소 메트릭 값으로 각 상태별의 생존 메트릭 
값을 정규화(Normalize)하여 상기 저장부(500)에 저장하는 최적 패스 계산부(400)와, 상기 최적 패스 계
산부(400)에서 출력되는 생존 패스 선택 신호(os)에 따라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에서 출력되는 생존 
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최적 패스를 추적하여 관찰 구간 중 최초 구간의 생존 패스값을 계산하
여 상기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길쌈 부호화 되기전의 2비트를 출력하는 패스히스토리 계산부(600)와, 상기 
패스 히스토리 계산부(600)에서 출력되는 상위 비트를 차 디코딩하는 차동 디코더(700)와, 상기 Comb ON 
신호에 따라 상기 패스 히스토리 계산부(600)에서 출력되는 상위 비트 또는 상기 차동 디코더(7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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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되는 상위 비트를 선택 출력하는 멀티플렉서(800)로 구성된다.

제11도는 상기 거리 계산부(100)의 상세 블록도로서, Comb ON 신호에 의해 선택되어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출력되는 신호값에 따라 유클리디언의 거리(d0~d3) 값을 출력하는 옵티멀 거리 계산부(101)와, 콤필터에
서 출력되는 신호값에 따라 유클리디언의 거리(d0~d6) 값을 출력하는 파셜 리스폰스 거리 계산부(103)로 
구성된다.

제12도는 상기 하드 디시젼부(200)의 상세 블록도로서, Comb ON 신호에 의해 선택되어 트렐리스 인코더에
서 출력되는 신호레벨에 맞도록 하드 디시젼하여 각각 출력하는 옵티멀 하드 디시젼부(201)와, 콤필터에
서 출력되는 신호를 하드 디시젼하여 출력하는 파셜 리스폰스 하드 디시젼부(203)로 구성된다.

제13도는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의 상세 블록도로서, 거리 계산부(100)에서 유클리디언 거리값
(d0~d6)이 출력되면 각 상태마다 이전에 누적되어온 거리값(stm0~stm7)을 더하여 현재 거리값인 브렌치 
매트릭 값을 계산한다. 이때, 각 상태마다 2개의 패스가 만나므로 각 상태마다 2개의 패스의 현재의 거리
값을 계산하며, 계산된 현재의 거리값중 작은 값을 갖는 패스만을 생존 패스로 선택한다.

그러므로, 각 상태마다 선택된 생존패스의 값을 패스히스토리계산부(600)에 인가되고, 각 상태마다 선택
된 생존패스의 메트릭 값은 최적 패스 계산부(400)로 인가되며, 최적 패스 계산부(400)에서는 최적 생존 
패스가 선택됨과 동시에 선택된 최소의 메트릭 값으로 각 상태별의 생존 메트릭 값을 정규화하여 상기 저
장부(500)에 저장하여 이전의 누적된 거리값으로 존재시킨다.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는 이러한 동작을 관찰구간내의 각 상태마다 반복한다.

따라서,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는,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각
각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Comb ON 신호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의 패스를 변경시켜주는 패스 변
경부(301)와, 상기 패스 변경부(301)를 통해 입력되는 각 상태별의 저장 매트릭 값과 유클리디언 거리값
을 더하여 브렌치 매트릭 값을 계산하기 위한 다수개의 쌍(305-11, 305-12), (305-21, 305-22), (305-31, 
305-32),  (301-41,  305-42),  (305-51,  305-52),  (305-61,  305-62),  (305-71,  305-72),  (305-81, 305-
82)으로 이루어진 가산부(305)와, 각 쌍의 가산부(305)에서 각 상태별로 입력된 두 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각 상태마다 만나는 두 패스중 작은 값을 갖는 패스를 생존 패스(svp0~svp7)로 선택하여 패스히
스토리 계산부(600)로 출력하고, 선택된 생존 패스의 메트릭 값(svm0~svm7)을 최적 패스 계산부(400)로 
출력하는 비교 선택부(307)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패스 변경부(301)로 입력되는 저장 메트릭(stm0~stm7) 값과 유클리디언 거리(d0~d6) 값의 배
열은 상기 제9도의 상태 천이도에서 선택된 신호 집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패스  변경부(301)는  Comb  ON  신호에  따라  저장부(500)에서  출력되는  저장 메트릭값
(stm0~stm7)의 출력 패스를 변경하는 제1 내지 제4멀티플렉서(301-1~301-4)와, 거리 계산부(100)의 거리
값(d0~d6)을 패스를 변경하는 제5내지 제12멀티 플렉서(303-1~303-8)로 구성된다.

제14도는 상기 패스히스토리 계산부(600)의 상세 블록도로서,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각각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Comb ON 신호에 따라 하드 디시젼부(100)에서 출력
되는 상위 비트값(h0~h6)과 미리 정해진 하위 비트값을 선택 출력하는 다수개의 멀티플렉서로 구성된 제1
선택부(601)와, 관찰 구간중 제1구간의 각 상태의 생존 패스값(svp0~svp7)에 따라 상기 제1선택부(601)에
서 출력되는 상위 비트값과 하위 비트값을 선택 출력하는 다수개의 멀티플렉서로 구성된 제2선택부(602)
와,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각각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Comb 
ON 신호에 따라 관찰 구간 중 제2구간의 각 상태로 입력되는 패스를 변경하고 관찰 구간 중 제2구간의 각 
상태의 생존 패스값(svp0~svp7)에 의해 제어되어 각 상태마다 만나는 2개의 패스 중 생존 패스를 선택하
여 정보의 이동 방향을 변경하며 각 상태에 일대일 대응되게 복수개의 멀티플렉서로 구성되는 제3선택부
(603)와, 상기 제3선택부(603)의 각각의 멀티플렉서에 연결되어 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값을 저
장하는 복수개의 메모리로 된 저장부(604)와, Comb ON 신호에 따라 관찰 구간 중 제3구간의 각 상태로 입
력되는 패스를 변경하고 관찰 구간중 제3구간의 각 상태의 생존 패스값(svp0~svp7)에 의해 제어되어 각 
상태마다 만나는 2개의 패스중 생존 패스를 선택하여 정보의 이동 방향을 변경하며 각 상태에 일대일 대
응되게 복수대의 멀티플렉서로 구성되는 제4선택부(605)와, 상기 제4선택부(605)의 각각의 멀티플렉서에 
연결되어 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값을 저장하는 복수개의 메모리로 된 저장부(606)와, Comb ON 
신호에 따라 관찰 구간 중 제4구간의 각 상태로 입력되는 패스를 변경하고 관찰 구간중 제4구간의 각 상
태의 생존 패스 값(svp0~svp7)에 의해 제어되어 각 상태마다 만나는 2개의 패스중 생존 패스를 선택하여 
정보의 이동  방향을  변경하며 각  상태에  일대일  대응되게 복수개의 멀티플렉서로 구성되는 제5선택부
(607)와, 상기 제5선택부(607)의 각각의 멀티플렉서에 연결되어 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값을 저
장하는 복수개의 메모리로 된 저장부(608)와, 상기 최적 패스 계산부(400)에서 출력되는 최적 패스 선택 
신호(os)에 의해 상기 제5선택부(607)의 각각의 멀티플렉서에서 출력되는 출력 패스중 최적 패스를 선택
하고 해당 멀티플렉서에 접속된 메모리에 저장된 최적 패스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를 출력하는 멀티플
렉서(609)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관찰구간을 4구간으로 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를 통합하여 하나의 
트렐리스 디코더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입력되는 신호로서 동일 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존재하여 
콤 필터가 동작한 경우와 동일 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없거나 미약하여 콤 필터가 동작하지 않은 
경우에 데이터가 트렐리스 디코더에 입력되는 것을 구별하여 주는 신호인 Comb ON 신호에 따라 옵티멀 트
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동작 여부를 결정하고, 멀티플렉서를 이용하여 선택 출
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Comb ON 신호가 1이면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하고, 0이면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
더로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거리 계산부(100)는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인코딩되기 전의 2비트 중 하위 비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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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디코딩하기 위한 것으로서, Comb ON 신호가 0이면 옵티멀 거리 계산부(101)가 선택되고, 선택된 옵티
멀 거리 계산부(101)는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출력되는 신호 값에 따라 유클리디언의 거리값(d0~d3)을 출
력한다.

여기서, d0는 입력 신호와 {-7, 0}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 값이고, d1는 입력 신호와{-5, 3} 중 제
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 값이며, d2는 입력 신호와 {-3, 5}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 값이며, d3는 입
력 신호와 {-1, 7}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값이다.

그리고, Comb ON 신호가 1이면 파셜 리스폰스 거리 계산부(103)가 선택되어 콤필터에서 출력되는 신호값
에 따라 유클리디언 거리값(d0~d6)을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파셜 리스폰스 거리 계산부(103)에서 출력되는 d0는 입력신호와 {-14, -6, 2}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값이고, d1는 입력 신호와 {-12, -4, 4}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값이고, d2는 입력신호와 
{-10, -2, 6}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값이고, d3은 입력 신호와 {-8, 0, 8}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값이고, d4는 입력 신호와 {-6, 2, 10}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값이고, d5는 입력신호와 {-4, 4, 
12}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값이고, d6은 입력 신호와 {-2, 6, 14} 중 제일 가까운 점과의 거리값이
다.

마찬가지로, 하드 디시젼부(200)는 Comb ON 신호가 0이면 옵티멀 하드 디시젼부(201)가 선택되어 트렐리
스 인코더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값에 따라 상위 1비트가 그전 데이터와 비교하여 같다, 다르다는 정보를 
출력하고, 1이면 파셜 리스폰스 하드 디시젼부(203)가 선택되어 콤필터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값에 따라 
상위 비트가 그전 데이터와 비교하여 같다, 다르다는 정보를 패스히스토리 계산부(600)로 출력한다.

여기서, 하드 디시젼부(200)는 트렐리스 인코더(21)의 상위 비트가 트렐리스 상태 천이 다이아그램에서 
병렬 천이(parallel transition)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트렐리스 리코딩에 앞서 미리 하드 디시젼하고, 
나중에 하위 비트의 디코딩 결과를 보고 최종 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용된다.

한편,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는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유클리디언 거리값(d0~d6)과 저장부
(500)에 저장되어있던 이전 메트릭 값(stm0~stm7)을 제9도와 같은 각 천이(transition)마다 덧셈하여 각 
상태마다 만나는 2패스의 브렌치 메트릭 값을 각각 구한 후 비교 선택부(307)로 출력한다.

이에 따라 상기 비교 선택부(307)는 두 브렌치를 비교하여 메트릭 값이 작은 쪽을 선택하며 선택된 브렌
치를 생존 패스로서 패스히스토리 계산부(600)로 출력하고, 생존 패스의 메트릭 값을 최적 패스 계산부
(40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는  각  상태별로  구성되어져  각  상태별로  생존  메트릭 값
(svm0~svm7)과 생존 패스(svp0~svp7)를 출력한다.

이때, 저장 메트릭 값(svm0~svm7)과 유클리디언 거리값(d0~d6)의 배열은 제9도의 천이에서 선택된 신호 
집합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패스 변경부(301)에서 Comb ON 신호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의 패스를 변경시
켜 주어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각각에 필요한 동작을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Comb ON 신호가 1인 경우, 즉,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할 경우에는 제1, 제2멀
티플렉서(301-1, 301-2)는 상기 저장부(500)에서 출력되는 stm2, stm6 중 stm2를 선택하여 제1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12)와  제2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22)로  각각  출력하고,  제3,  제4멀티플렉서(301-3, 
301-4)는 stm1,  stm5  중 stm5을 선택하여 제7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72)와 제8가산기쌍의 제2가산기
(305-82)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제5멀티플렉서(303-1)는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d3, d0 거리
값중  d3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1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11)로,  제6멀티플렉서(303-2)는  거리 계산부
(100)에서 출력되는 d1, d2 거리값중 d1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1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12)로, 제7멀티
플렉서(303-3)는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d5, d2 거리값중 d5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2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21)로, 제8멀티플렉서(303-4)는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d3, d0 거리값중 d3 거리
값을 선택하여 제2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22)로, 제9멀티플렉서(303-5)는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
되는  d3,  d1  거리값중  d3거리값을  선택하여  제7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71)로, 제10멀티플렉서(303-
6)는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d5,  d3  거리값중 d5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7가산기쌍의 제2가산기
(305-72)로, 제11멀티플렉서(303-7)는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d1, d3 거리값중 d1 거리값을 선택
하여 제8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81)로, 제12멀티플렉서(303-8)는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d3, 
d1 거리값중 d3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8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82)로 출력한다. 

한편, Comb ON 신호가 0인 경우, 즉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할 경우에는 상기 제1, 제2멀티플렉서
(301-1, 301-2)는 저장부(500)에서 출력되는 stm6을 선택하여 제1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12)와 제2가
산기쌍의 제2가산기(305-22)로 각각 출력하고, 상기 제3, 제4멀티플렉서(301-3, 301-4)는 stm1을 선택하
여 제7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72)와 제8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82)로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제5
멀티플렉서(303-1)는 d0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1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11)로, 제6멀티플렉서(303-2)는 
거리 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d2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1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12)로, 제7멀티플렉
서(303-3)는  거리계산부(100)에서 출력되는 d2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2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21)로, 
제8멀티플렉서(303-4)는 d0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2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22)로, 제9멀티플렉서(303-
5)는 d1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7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71)로,  제10멀티플렉서(303-6)는 d3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7가산기쌍의 제2가산기(305-72)로, 제11멀티플렉서(303-7)는 d3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8가산기
쌍의  제1가산기(305-81)로,  제12멀티플렉서(303-8)는  d1  거리값을  선택하여  제8가산기쌍의 제2가산기
(305-82)로 출력한다.

따라서,  제1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11)는  저장부(500)에서  출력되는  stm0와  제5멀티플렉서(303-1)를 
통해 출력되는 거리값(d3 또는 d0)을 가산하여 00또는 000상태의 제1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하고, 제2가산
기(305-12)는 제1멀티플렉서(301-1)를 통해 출력되는 저장 메트릭 값(stm2  또는 stm6)과 제6멀티플렉서
(303-2)를 통해 출력되는 거리값(d1 또는 d2)을 가산하여 00 또는 000 상태의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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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21)는 저장부(500)에서 출력되는 stm0와 제7멀티플렉서(303-3)를 통해 출력
되는 거리값(d5 또는 d2)을 가산하여 10 또는 110 상태의 제1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하고, 제2가산기(305-
22)는 제2멀티플렉서(301-2)를 통해 출력되는 저장 메트릭 값(stm2 또는 stm6)과 제8멀티플렉서(304-4)를 
통해 출력되는 거리값(d3 또는 d0)을 가산하여 10 또는 110 상태의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한다.

제3 내지 제6가산기쌍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할 경우에만 각 상태의 브렌치 메트릭 값
을 계산하는데, 제3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31)는 stm4와 d4를 가산하여 100상태의 제1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하고, 제2가산기(305-32)는 stm6와 d2를 가산하여 100상태의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한다. 제4
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41)는 stm4와 d0를 가산하여 010 상태의 제1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하고, 제2가
산기(305-42)는 stm6와 d0를 가산하여 010 상태의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한다. 제5가산기쌍의 제1가산
기(305-51)는  stm1와  d2를  가산하여  001  상태의  제1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하고,  제2가산기(305-52)는 
stm3와  d4를  가산하여 001  상태의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한다.  제6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61)는 
stm1와 d4를 가산하여 111상태의 제1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하고, 제2가산기(305-62)는 stm3와 d6를 가산
하여 111상태의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한다.

한편, 제7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71)는 제3멀티플렉서(301-3)를 통해 출력되는 저장 메트릭 값(stm1 
또는 stm5)과 제9멀티플렉서(303-5)를 통해 출력되는 거리값(d3 또는 d1)을 가산하여 01 또는 101 상태의 
제1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하고, 제2가산기(305-72)는 저장부(500)에서 출력되는 저장 메트릭 값(stm7)과 
제10 멀티플렉서(303-6)를 통해 출력되는 거리값(d5 또는 d3)을 가산하여 01 또는 101 상태의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한다.

제8가산기쌍의  제1가산기(305-81)는  제4멀티플렉서(301-4)를  통해  출력되는  저장  메트릭  값(stm1  또는 
stm5)과 제11멀티플렉서(303-6)를 통해 출력되는 거리값(d1 또는 d3)을 가산하여 11 또는 011 상태의 제1
브렌치 메트릭 값을 구하고, 제2가산기(305-82)는 저장부(500)에서 출력되는 저장 메트릭 값(stm7)과 제
12 멀티플렉서(303-8)를 통해 출력되는 거리값(d3 또는 d1)을 가산하여 11 또는 011 상태의 제2브렌치 메
트릭 값을 구한다.

한편, 비교 선택부(307)는 각각의 상태에서 만나는 2개의 패스 중 생존 패스만을 남기고 나머지 1개의 패
스는 소거시켜 주어 최적의 입력값을 추적하게 된다.

이때, 가장 최적의 생존패스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한 구간의 파형을 관찰해야 하지만, 하드웨어 구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정구간을 관찰하고, 관찰 구간에서 최적의 패스를 선택하여 그때의 입력값을 출력
시킨다.

그리고, 각 상태에서 2개의 패스가 만나는 관계는 각 구간마다 모두 일정하게 성립하며, 각 상태에서 만
나는 2개의 패스는 0과 1의 데이터값을 갖는다.

따라서, 비교선택부(307)의 제1비교 및 선택기(307-1)는 제1가산기쌍(305-11, 305-12)에서 구한 00 또는 
000 상태의 제1,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메트릭 값이 작은 쪽을 생존 패스로 선택하고 선택된 
생존 패스(svp0)와 생존 패스의 메트릭 값(svm0)을 출력한다.

또한, 제2비교 및 선택기(307-2)는 제2 가산기쌍(305-21, 305-22)에서 구한 10 또는 110 상태의 제1, 제2
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생존 패스(svp1)와 생존 패스의 메트릭 값(svm1)을 출력하고, 제3비교 및 
선택기(307-3)는 제3가산기쌍(305-31, 305-32)에서 구한 100상태의 제1,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생존 패스(svp2)와 생존 패스의 메트릭 값(svm2)을 출력하며, 제4비교 및 선택기(307-4)는 제4가산기쌍
(305-41, 305-42)에서 구한 010 상태의 제1,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생존 패스(svp3)와 생존 패
스의 메트릭 값(svm3)을 출력한다.

그리고, 제5비교 및 선택기(307-5)는 제5가산기쌍(305-51,  305-52)에서 구한 001상태의 제1, 제2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생존 패스(svp4)와 생존 패스의 메트릭 값(svm4)을 출력하고, 제6비교 및 선택기
(307-6)는 제6가산기쌍(305-61, 305-62)에서 구한 111상태의 제1, 제2 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생존 
패스(svp5)와 생존 패스의 메트릭 값(svm5)을 출력하며, 제7비교 및 선택기(307-7)는 제7가산기쌍(305-
71, 305-72)에서 구한 01 또는 101 상태의 제1, 제2 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생존 패스(svp6)와 생
존 패스의 메트릭 값(svm6)을 출력하며, 제8비교 및 선택기(307-8)는 제8가산기쌍(305-81,  305-82)에서 
구한 11 또는 011상태의 제1, 제2 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생존 패스(svp7)와 생존 패스의 메트릭 
값(svm7)을 출력한다.

그리고, 이와같이 각 상태마다 선택된 생존 패스의 메트릭 값(svm0~svm7)은 최적 패스 계산부(400)로 인
가되고, 각 상태마다 선택된 생존패스(svp0~svp7)는 패스히스토리 계산부(600)로 인가된다.

이때, 상기 최적 패스 계산부(400)는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에서 출력되는 각 상태의 생존 매트
릭 값 중에서 최소의 메트릭 값을 갖는 패스 즉, 최적 생존 패스를 선택하고 이 값(os)을 히스토리 계산
부(600)로 출력함과 동시에 상기 최소의 메트릭 값으로 각 상태별의 생존 메트릭 값을 정규화(Normaliz
e)하여 저장부(500)에 저장한다.

즉, 상기 최적 패스 계산부(400)는 각 상태별로 입력되는 생존 패스중에서 가장 메트릭값이 작은 패스를 
최적 패스로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최적인 패스는 전체입력과 전체패스를 비교하여야 하지만 그러면 딜레이가 너무 커지고 하드
웨어도 복잡해지므로 어느 정도의 길이를 관찰한 후 그 구간 까지의 최적의 패스를 출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산 및 비교 선택부(300), 최적 패스 계산부(400), 및 저장부(500)는 상기와 같은 동작을 관
찰 구간내의 각 상태별로 반복한다.

한편, 모든 관찰 구간내에서 생존 패스가 선택되면 패스히스토리계산부(600)는 관찰구간중 최초 구간(제1
구간)의 생존 패스값을 추적하여 그 값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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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패스히스토리 계산부(600)도 Comb ON신호에 따라입력되는 데이터의 패스를 변경시켜 주어 옵
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각각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즉,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할 경우(Comb  ON=1),  제1선택부(601)의 제1멀티플렉서(601-
1)는 상위 비트로는 하드 디시젼부(200)에서 출력되는 h3과 h1을, 하위 비트로는 0,0을 제2선택부(602)로 
출력하고, 제2선택부(602)의 제1멀티플렉서(602-1)는 관찰구간중 제1구간의 생존 패스값(svp0)에 따라 h3
과 h1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데이터를 저장부(604)의 제1메모리(604-1)에 저장하고, 제2멀티플렉서(602-
2)는 0을 제1메모리(604-1)에 저장한다. 또한, 제3선택부(603)의 제1멀티플렉서(603-1)는 먼저 Comb  ON 
신호에 의해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에 해당하는 패스를 선택한 후 관찰 구간중 제2
구간의 생존 패스값(svp0)에 따라 000 상태에서 만나는 두 패수 중 생존 패스를 선택 출력한다.

이때, 저장부(606)의 제1메모리(606-1)에는 상기 제3선택부(603)의 제1멀티플렉서(603-1)에서 선택 출력
되는 생존 패스에 실린 하드 디시젼 값(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값을 저장하고, 제4선택부(605)의 멀티플
렉서(605-1)는 Comb ON 신호에 의해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에 해당하는 패스를 선택
한 후 관찰 구간 중 제3구간의 생존 패스값(svp0)에 따라 000 상태에서 만나는 두 패스 중 생존 패스를 
선택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저장부(608)의 제1메모리(608-1)에는 상기 제4선택부(605)의 제1멀티플렉서(605-1)에서 선택 
출력되는 생존 패스에 실린 하드 디시젼 값(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값을 저장하고, 제5선택부(607)의 멀
티플렉서(607-1)는 Comb ON 신호에 의해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에 해당하는 패스를 
선택한 후 관찰 구간중 제4구간의 생존 패스값(svp0)에 따라 000 상태에서 만나는 두 패스중 생존 패스를 
선택하여 멀티플렉서(609)로 출력한다.

이와같이 제3 내지 제5선택부(603, 605, 607)에 각각 연결되는 저장부(604, 606, 608)의 메모리에는 각각 
이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값이 저장되어 있다.

한편,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할 경우(Comb ON=0), 제1선택부(601)의 제1멀티플렉서(601-1)는 상
위 비트로는 하드 디시젼부(200)에서 출력되는 h0과 h2를 하위 비트로는 0, 1을 제2선택부(602)로 출력하
고, 제2선택부(602)의 제1멀티플렉서(602-1)는 관찰 구간 중 제1구간의 생존 패스값(svp0)에 따라 h0과 
h2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데이터를 저장부(604)의 제1메모리(604-1)에 저장하고, 제1멀티플렉서(602-2)는 
0와 1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제1메모리(604-1)에 저장한다.

또한, 제3선택부(603)의 제1멀티플렉서(603-1)는 먼저 Comb ON 신호에 의해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에 해당하는 패스를 선택한 후 관찰 구간 중 제2구간의 생존 패스값(svp0)에 따라 00 상태에서 만
나는 두 패스중 생존 패스를 선택 출력한다.

이때, 저장부(606)의 제1메모리(606-1)에는 상기 제3선택부(603)의 제1멀티플렉서(603-1)에서 선택 출력
되는 생존 패스에 실린 하드 디시젼 값(상위 비트)과 하위 비트값을 저장하고, 제4선택부(605)의 멀티플
렉서(605-1)는 Comb ON 신호에 의해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에 해당하는 패스를 선택한 후 
관찰 구간중 제3구간의 생존 패스값(svp0)에 따라 00 상태에서 만나는 두 패스 중 생존 패스를 선택 출력
한다.

또한, 저장부(608)의 제1메모리(608-1)에는 상기 제4선택부(605)의 제1멀티플렉서(605-1)에서 선택출력되
는 생존 패스에 실린 하드 디시젼 값(상위 비트)과 하위 비트값을 저장하고, 제5선택부(607)의 멀티플렉
서(607-1)는 Comb ON 신호에 의해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에 해당하는 패스를 선택한 후 관
찰 구간중 제4구간의 생존 패스값(svp0)에 따라 00 상태에서 만나는 두 패스 중 생존 패스를 선택하여 멀
티플렉서(609)로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관찰 구간내의 각 상태는 상기와 같이 Comb ON 신호에 따라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
코더 또는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에 해당하는 패스를 선택한 후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부
(300)에서 출력되는 각 관찰 구간의 생존 패스값에 따라 각 상태에서 만나는 두 패스중 생존 패스를 선택
하고 이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를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따라서, 멀티플렉서(609)는 상기 최적 패스 계산부(400)에서 출력되는 최적 패스 선택 신호(os)에 따라 
상기 제5선택부(607)에서 출력되는 생존 패스중 메트릭 값이 가장 작은 생존 패스를 선택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를 출력한다.

즉, 최적 패스 선택 신호(os)에 의해 제5선택부(607)의 제4멀티플렉서(607-4)의 출력이 선택되었다면, 저
장부(608)의 제4메모리(608-4)가 인에이블되어 제4메모리(608-4)에 저장되어 있는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
가 멀티플렉서(609)를 통해 출력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멀티플렉서(609)에서 출력되는 상위 비트는 멀티플렉서(800)로 출력됨과 동시에 트렐리스 
인코더(21)에서 프리 코딩을 하였으므로 차동 디코더(700)에서 프리 코딩의 반대인 프리 디코딩을 수행한 
후 멀티플렉서(800)로 출력된다.

이때, 상기 멀티플렉서(800)는 Comb ON 신호에 따라 상기 패스히스토리 계산부(600)의 멀티플렉서(609)에
서 출력되는 상위 비트 또는 차동 디코더(700)에서 프리 디코딩된 상위 비트를 선택하여 최종 상위 비트
(X2)로 출력하고, 상기 패스히스토리 계산부(600)의 멀티플렉서(609)에서 출력되는 하위 비트가 최종 하
위 비트(X1)가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HDTV용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에 의하면,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신호 
집합과 상태 천이도 및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신호 집합과 상태 천이도를 이용하여 통합 트렐리
스 디코더를 구성하고, Comb ON 신호에 의해 콤필터가 동작하였을 경우에는 상이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를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시키고, 콤필터가 동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
를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시킴으로써, 하드웨어의 크기와 양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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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2비트의 입력 데이터 중 상위 비트는 부호화하지 않고 하위 비트는 길쌈 부호화하여 2비트로 만들어 총 3
비트를 8레벨의 신호로 맵핑하여 전송하는 트렐리스 인코더와, 동일채널 엔티에스시(NTSC) 간섭이 발생하
면 NTSC 간섭을 제거하고 상기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전송되는 8레벨의 신호를 15레벨로 변환하는 콤필터
와, 동일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전송되는 8레벨의 신호
를 트렐리스 부호화되기 이전의 2비트 신호로 디코딩하는 4상태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와, 동일 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콤필터에서 출력되는 15레벨의 신호를 트렐리스 부호화되기 
이전의  2비트  신호로  디코딩하는  8상태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가  구비되는  고선명 텔레비전
(HDTV)에 있어서,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와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도를 
결합하고, 결합된 상태 천이도에서 사용하는 신호 집합을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신호 집합과 옵
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신호 집합으로 구별하여 하나의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를 구성하고, 콤필터 동작 유
무에 따라 외부에서 출력되는 Comb ON 신호가 콤필터가 동작하였음을 나타내면 상기 통합 트렐리스 디코
더를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시키고, 콤필터가 동작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면 상기 통합 트
렐리스 디코더를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구선명 텔레비전용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

청구항 2 

트렐리스  인코더와  엔티에스시(NTSC)  방송  신호를  필터링하기  위한  콤필터를  구비한  고선명 텔레비전
(HDTV)에 있어서, 동일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존재하여 콤필터가 동작한 경우와 동일 채널 NTSC 
신호에 의한 간섭이 없거나 미약하여 콤필터가 동작하지 않은 경우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구별하여 
주기 위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Comb ON 신호와; Comb ON 신호에 따라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출력되는 신
호로부터 유클리디언 거리값을 산출하거나 콤필터에서 출력되는 신호로부터 유클리디언 거리값을 산출하
여 출력하는 거리 계산수단과; Comb ON 신호에 따라 트렐리스 인코더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하드 디시젼하
여 하드 디시젼값을 출력하거나 콤필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하드 디시젼하여 하드 디시젼 값을 출력하는 
하드 디시젼수단과; 관찰 구간의 각 상태별의 생존 메트릭 값이 최소의 메트릭 값으로 정규화되어 저장되
는 수단과; Comb ON 신호에 의해 상기 저장 수단에서 출력되는 저장 메트릭 값의 패스와 거리계산 수단에
서 출력되는 유클리디언 거리값의 패스를 변경시킨 후 패스가 변경된 저장 메트릭 값과 유클리디언 거리
값을 각 상태마다 가산하여 각 상태마다 만나는 두 패스의 브렌치 메트릭 값을 각각 구하고, 각 상태별로 
입력된 두 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생존 메트릭 값과 생존 패스를 선택 출력하는 가산 및 비교 선택 
수단과;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 수단에서 출력되는 각 상태별의 생존 메트릭 값 중 최소의 메트릭 값을 
갖는 패스를 최적 생존 패스로 선택하여 출력하고, 이 때의 최소 메트릭값으로 각 상태별의 생존 메트릭 
값을 정규화하여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최적 패스 계산수단과; Comb ON 신호에 의해 상기 하드 디시
젼 수단에서 출력되는 상위 비트인 하드 디시젼 값의 패스와 하위 비트값의 패스를 변경시킨 후 상기 가
산 및 비교 선택 수단에서 출력되는 관찰 구간 내의 각 구간의 각 상태별의 생존 패스값에 따라 각 구간
의 최적 패스를 선택하고 이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값을 저장하는 과정을 각 상태별로 관찰 구
간의 수만큼 수행하고 나서 상기 최적 패스 계산 수단에서 출력되는 최적생존패스 선택 신호에 의해 최초 
구간의 생존 패스값을 선택한 후 선택된 생존 패스값에 따라 저장된 이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
를 출력하는 패스히스토리 계산수단과; 상기 패스히스토리 계산수단에서 출력되는 상위비트를 프리 디코
딩한 후 Comb ON 신호에 따라 패스히스토리 계산 수단에서 출력되는 상위 비트 또는 차동 디코딩된 상위 
비트를 선택 출력하는 선택 수단으로 구성되는 고선명 텔레비전용 통합 트렐리스 디코더.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 수단은 복수개의 멀티플렉서로 구성되어 Comb ON 신호에 의해 
상기 저장 수단에서 출력되는 저장 메트릭 값의 패스와 거리계산 수단에서 출력되는 유클리디언 거리값의 
패스를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 및 신호 집합과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 및 
신호 집합에 해당하는 패스로 변경시키는 패스 변경부와, 상기 패스 변경부에 의해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
더 또는 파셜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로 동작하도록 패스가 변경된 저장 메트릭 값과 유클리디언 거리
값을 가산하여 각 상태에서 만나는 두 패스의 브렌치 메트릭 값을 각각 출력하는 쌍으로 이루어진 복수개
의 가산부와, 각 쌍의 가산부에서 각 상태별로 입력된 두 브렌치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각 상태마다 만나
는 두 패스 중 작은 메트릭 값을 갖는 패스를 생존 패스로 선택하여 상기 패스히스토리 계산 수단으로 출
력하고, 선택된 생존 패스의 생존 메트릭 값을 최적 패스 계산 수단으로 출력하는 비교 선택부로 구성되
는 고선명 텔레비전용 트렐리스 디코더.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패스히스토리 계산수단은 복수개의 멀티플렉서로 구성되어 Comb ON 신호에 의해 상
기 하드 디시젼 수단에서 출력되는 상위 비트와 미리 결정된 하위 비트값의 패스를 옵티멀 트렐리스 디코
더 상태 천이 및 신호 집합과 리스폰스 트렐리스 디코더 상태 천이 및 신호 집합에 해당하는 패스로 변경
시키는 선택부와, 복수개의 멀티플렉서와 메모리로 구성되어 상기 가산 및 비교 선택 수단에서 출력되는 
관찰 구간내의 각 구간의 각 상태별의 생존 패스값에 따라 상기 선택부에 의해 변경된 각 구간의 최적 패
스를 선택하고 이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값을 저장하는 과정을 각 상태별로 관찰 구간의 수만큼 
수행하는 선택 및 저장부와, 상기 최적 패스 계산 수단에서 출력되는 최적 생존 패스 선택 신호에 의해 
상기 선택 및 저장 수단의 최초 구간의 생존 패스값을 선택하고 선택된 생존패스값에 따라 저장된 이전 
상태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를 최종 데이터로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성되는 고선명 텔레비전용 통합 트
렐리스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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