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N 7/2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2월15일

10-0683179

2007년02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4-0014054 (65) 공개번호 10-2005-0042720

(22) 출원일자 2004년03월02일 (43) 공개일자 2005년05월10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4월07일

(30) 우선권주장 60-516,270 2003년11월03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장용덕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망포동동수원엘지빌리지105동705호

정해주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2동성산시영아파트8-1005

박성우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3동1250-3번지104호

(74) 대리인 정홍식

(56) 선행기술조사문헌

1020000052346 1020040110923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박상철

전체 청구항 수 : 총 62 항

(54)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수신 시스템의 강건한에러정정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그의 방법

(57) 요약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그의 방법이 개시된다. 에러 정정 부호화 장

치는,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TRS인코딩부와, 데이

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와, 랜덤화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에 패리티

를 부가하는 RS 인코딩부와,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데이터 처리하는

패킷 포맷부, 및 패킷 포맷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갖는다. 따라서, 트랜스버설 리드 솔로몬 인코딩 방식을 적용한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강건한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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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TRS(Transversal Reed-

Solomon:T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

랜덤화된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인코딩하여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패킷 포맷부; 및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상기 패킷 포

맷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포함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을 수행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N/R TRS 인코더; 및

상기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PID 삽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N-TRS 인코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N-PID 삽입부;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R-TRS 인코더;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R-PID 삽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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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각각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포맷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서 노멀 데

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디멀티플렉서; 및

분리된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에 대해 로버스트 데이터 처리하는 R패킷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과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상기 디멀

티플렉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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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상기 디멀티플렉서를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9.

(a)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단계;

(b)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단계;

(c) 랜덤화된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에 대해 인코딩하여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단계; 및

(d)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

이터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a-1)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을 수행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

(a-2) 상기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단계; 및

(a-3)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각각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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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제어신호에 따라서 노멀 데이터

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단계; 및

(d-2)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된 패킷들을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d-1)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과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d-1)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

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16.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

랜덤화된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TRS 인

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패킷 포맷부; 및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상기 패킷 포

맷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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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랜덤화부는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을 수행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N/R TRS 인코더; 및

상기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PID 삽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N-TRS 인코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N-PID 삽입부;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R-TRS 인코더;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R-PID 삽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1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각각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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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21.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포맷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서 노멀 데

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디멀티플렉서; 및

분리된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에 대해 로버스트 데이터 처리하는 R패킷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과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상기 디멀

티플렉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상기 디멀티플렉서를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24.

(a)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단계;

(b) 랜덤화된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단계;

(c)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단계;

(d)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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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

이터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b-1)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을 수행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

(b-2) 상기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단계; 및

(b-3)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

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각각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8.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e-1)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제어신호에 따라서 노멀 데이터

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단계; 및

(e-2)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된 패킷을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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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e-1)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과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30.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e-1)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

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31.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

상기 데이터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T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패킷 포맷부; 및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상기 패킷 포

맷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랜덤화부는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고, 상기 RS 인코딩부는 랜덤화된 상기 패리티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패리티를 제외한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을 수행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N/R TRS

인코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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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PID 삽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N/R TRS 인코더는,

상기 패리티를 포함한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고,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

정 바이트로 재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4.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패리티가 제외된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N-TRS 인코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N-PID 삽입부;

상기 패리티가 제외된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에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R-TRS 인코더;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R-PID 삽입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N-TRS 인코더는 상기 패리티가 포함된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패리

티 패킷을 소정 바이트로 재배열하며,

상기 R-TRS 인코더는 상기 패리티가 포함된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 바이트로 재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6.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각각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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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TRS 인코딩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8.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포맷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시스템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서 노멀 데

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디멀티플렉서; 및

분리된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에 대해 로버스트 데이터 처리하는 R패킷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과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상기 디멀

티플렉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40.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제어부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상기 디멀티플렉서를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41.

(a)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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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랜덤화된 상기 데이터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단계;

(d) 상기 패리티를 제외한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단계;

(d)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단계;

(e) 랜덤화된 상기 패리티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단계; 및

(f)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

터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패리티를 제외한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을 수행하여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단

계; 및

(d-2) 상기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d-1) 단계는,

상기 패리티를 포함한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고,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

정 바이트로 재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44.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각각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45.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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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46.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는,

(f-1)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제어신호에 따라서 노멀 데이터

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단계; 및

(f-2)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된 패킷을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f-1)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과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48.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f-1) 단계는,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과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

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

청구항 49.

입력되는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과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터

처리하는 패킷 재포맷부;

상기 패킷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상기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RS 디코딩부;

에러 정정 부호화 방식에 대응하여 상기 패킷들을 디랜덤화를 수행하는 디랜덤화/랜덤화부;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TRS 디코딩부;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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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랜덤화/랜덤화부는 상기 TRS 디코딩부에서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에 대해 랜덤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TRS 디코딩부는,

상기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N/R TRS 디코더;를 포함하며,

상기 N/R TRS 디코더는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을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

청구항 51.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TRS 디코딩부는,

상기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노멀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N-TRS 디코더;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의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R-TRS 디코더;를 포함

하며,

상기 N-TRS 디코더 및 상기 R-TRS 디코더는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을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

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

청구항 52.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RS 디코딩부는,

상기 상기 TRS 디코딩부에서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

청구항 53.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디랜덤화/랜덤화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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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송신측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식이 TRS 인코딩한 후 랜덤화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

모두에 대해서 디랜덤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장

치.

청구항 54.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디랜덤화/랜덤화부는,

상기 송신측의 에러 정정 부호화 방식이 랜덤화한 후 TRS 인코딩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패리티 패킷에 대해서만 디랜덤

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

청구항 55.

(a) 입력되는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과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

터 처리하는 단계;

(b) 상기 패킷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상기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단계;

(c) 에러 정정 부호화 방식에 대응하여 상기 패킷들을 디랜덤화를 수행하는 단계; 및

(d)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단계; 및

(e)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에 대해 랜덤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

청구항 56.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패리티를 이용하여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을 저장하는 단계;

(d-2)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패킷들의 에러를 정정하는 단계; 및

(d-3)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

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

청구항 57.

제 55항에 있어서,

(f)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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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에러 정정 부호화 방식이 TRS 인코딩한 후 랜덤화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 모두에

대해서 디랜덤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

청구항 59.

제 55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에러 정정 부호화 방식이 랜덤화를 수행한 후 TRS 인코딩하는 경우, 상기 상기 패리티 패킷에 대해서만 디랜덤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

청구항 60.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TRS 인코딩부;

랜덤화된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인코딩하여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패킷 포맷부;를 포함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61.

제 6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청구항 62.

제 6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상기 패킷 포

맷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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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미국향 ATSC 지상파 디지털 방송 송수신 시스템의 에러정정 부호화/복호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

게는 노멀(Normal) 데이터 및 로버스트(Robust) 데이터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듀얼 스트림(Dual

Stream)용 디지털 방송 송수신 시스템의 강건한 에러정정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그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 및 도 2는 미국 ATSC 표준의 송수신 시스템으로서, 본 출원인이 기출원한 한국특허 출원번호 2003-0067522에 제

안된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 시스템은 트랜스버설 리드 솔로몬(Transversal Reed Solomon:TRS) 인코딩부(12)는 저

장부(11)에 저장된 MPEG2-TS 패킷들에 대해 세로방향으로 패리티 패킷들을 생성하고, 헤더삽입부(13)에서는 기존 수신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해 패리티 패킷들의 헤더(PID)를 삽입한다. 이 후, 데이터 패킷들과 패리티 패킷들은 랜덤화부(14)

에서 소정의 패턴에 의해 랜덤화가 수행되고, RS 인코딩부(15)에서는 데이터 패킷들과 패리티 패킷들에 20 byte의 패리티

를 생성하여 부가한다.

한편,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송신 시스템에 대응하는 수신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RS디코딩부(21)는 각각의

패킷에 포함된 20 byte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들에 대해 수평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한다.

랜덤화부(22)에서는 RS디코딩부(21)에서 수평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에 대해서 디랜덤화를 수

행한 후, 저장부(23)에 저장한다. TRS디코딩부(24)에서는 디랜덤화된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데이터 패킷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하고 기저장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이 후, 랜덤화부(22)는 디랜덤화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랜덤화한 후, RS 디코딩부(21)에서는 다시 한번 더 패리

티를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에러를 저정하고, 디랜덤화부(25)를 통해서 패킷을 디랜덤화한다.

이상과 같이, 본 출원인에 의해 기출원된 한국 특허 출원번호 2003-0067522 에는 노멀(Normal) 데이터와 로버스트

(Robust) 데이터로 구분하여 함께 전송하는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수신 방식에도 트랜스버설 리드 솔로몬 인코딩

및 디코딩을 적용한다는 개념만 제시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실시예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의 목적은 트랜스버설 리드 솔로몬 인코딩/디코딩 방식을 적용한 듀얼 스트림(Dual Stream)용 디지털 방송

송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그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1 실시예의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는,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TRS(Transversal

Reed-Solomon:T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 랜

덤화된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인코딩하여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패

킷 포맷부; 및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상기 패킷 포맷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2실시예의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는,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

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 랜덤화된 상기 노멀 데이터 패킷 및 상기 로버스트 데

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T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에 소

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패킷 포맷부; 및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

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상기 패킷 포맷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

기 랜덤화부는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3실시예의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는,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

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하는 랜덤화부; 상기 데이터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TRS 인코딩부; 상기 데이터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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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패킷

포맷부; 및 상기 데이터 패킷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상

기 패킷 포맷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랜덤화부는 상기 패리티 패킷을 소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

하고 상기 RS 인코딩부는 랜덤화된 상기 패리티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는, 입력되는 데이터 패킷 및 패리

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과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터 처리하는 패킷 재포맷부; 상기

패킷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상기 패킷의 에러를 정정하는 RS 디코딩부; 에러 정정 부호화 방식에 대

응하여 상기 패킷들을 디랜덤화를 수행하는 디랜덤화/랜덤화부; 및 상기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패킷들의 에러를 정

정하는 TRS 디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디랜덤화/랜덤화부는 상기 TRS 디코딩부에서 에러 정정된 상기 패킷들에 대해

랜덤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제1실시예로서,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는 트랜스버설 리드 솔로몬(Transversal Reed Solomon:TRS) 인코

딩부(310), 랜덤화부(320), 리드 솔로몬(Reed Solomon:RS) 인코딩부(330), 패킷포맷부(350), 인터리빙부(360), 트렐리

스 인코딩부(370), 및 시스템 제어부(380)를 가지고 있다.

TRS 인코딩부(310)는 저장부(311), N/R TRS 인코더(312), 및 PID 삽입부(313)를 가지며, 노멀 데이터 패킷(Normal

data packet)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Robust data packet)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된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PID)를 삽입한다.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듀얼 스트림용 전송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 이를 참조하면, 듀얼 스트림

용 전송 데이터 프레임 구조는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이에 TRS 인코딩부(310)는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며,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방식

은 바람직하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을 갖는다.

첫째,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K1개의 노멀 데이터 패킷과 K2개의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각각 대응하는

(M1-K1)개의 노멀 패리티 패킷과 (M2-K2)개의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방식과, 둘째,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

이, K1개의 노멀 데이터 패킷과 K2개의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전체에 대해 (M-(K1+K2))개의 패리티 패킷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랜덤화부(320)는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를 수행한다. RS인코딩부(330)는 랜덤화된

패킷들에 대해 각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한다.

패킷 포맷부(350)는 디멀티플렉서(351), R패킷 처리부(353), 및 멀티플렉서(355)를 가지며, 시스템 제어부(380)의 제어

에 따라서 입력되는 각 패킷들을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각의 패킷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터 처리한

다.

디멀티플렉서(351)는 시스템 제어부(380)의 제어에 따라서 예컨데, 도 4a 내지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되는 패킷

들을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한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과 노멀 패리티 패킷을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과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을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한다. 또는,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을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노멀 패리티 패킷,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패리티 패

킷을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한다.

또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을 노멀 데이터로 분리하고,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로

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한다.

디멀디플렉서(351)에서 노멀 데이터로 분리된 패킷들은 노멀 데이터 처리되어 멀티플렉서(355)로 출력되고, 로버스트 데

이터로 분리된 패킷들은 R패킷 처리부(353)에서 소정 비율(1/2,1/4)로 로버스트 데이터 처리되어 멀티플렉서(355)로 출

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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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리빙부(360)는 패킷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된 패킷들을 바이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인터리빙을 수행한다. 트렐

리스 인코딩부(370)는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트렐리스 인코딩을 수행한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제1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에러 정정 부호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에서

는 도 4a 내지 도4c를 참조하여 제1실시예에 따른 에러 정정 부호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MPEG 전송 시스템(미도시)에서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이 저장부(311)에 저장된다(S111).

N/R TRS 인코더(312)는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생성

한다(S113).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a)에 대해서 노멀 패리티 패킷(c)을 생성하고, 로버스

트 데이터 패킷(b)에 대해서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d)을 생성한다. 또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N/R TRS 인코딩부

(312)는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 전체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D)을 생성한다.

PID 삽입부(313)는 패리티 패킷에 패킷 헤더(Packet ID:PID)를 삽입한다(S115).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

멀 패리티 패킷(b)에 헤더(PID)(e)를 삽입하고,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b)에 헤더(PID)(f)를 삽입한다. 또는, 도 4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 전체에 대해서 생성된 패리티 패킷(D)에 헤더(PID)(F)를 삽

입한다.

이상과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 각각, 혹은 전체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된 패리티

패킷에 대해 헤더(PID)를 삽입한 후, 저장부(311)에 저장한다(S117).

랜덤화부(320)는 저장부(311)에 저장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를 수행한다(S119).

RS 인코딩부(330)는 랜덤화된 패킷에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한다(S121). 도 4a 내지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20

byte의 패리티를 부가한다.

패킷 포맷부(350)는 시스템 제어부(580)의 제어에 따라서 입력되는 각 패킷들을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

고 각각의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한다(S123).

인터리빙부(360)는 각각의 데이터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터 처리된 패킷들을 인터리빙을 수행하고(S125), 트렐리스 인코

딩부(427)는 인터리빙된 패킷들을 비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트렐리스 인코딩을 수행한다(S127).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제2실시예로서,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는 랜덤화부(410), TRS 인코딩부(420), RS 인코딩부(430), 패킷 포

맷부(450), 인터리빙부(460), 트렐리스 인코딩부(470), 및 시스템 제어부(480)를 가지고 있다.

랜덤화부(410)는 MPEG 전송 시스템(미도시)으로부터 입력되는 노멀 데이터 패킷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소정의 패턴

에 따라서 랜덤화하고, 또한, TRS 인코딩부(420)로부터 피드백되어 입력되는 패리티 패킷에 대해서도 랜덤화를 수행한

다.

TRS 인코딩부(420)는 저장부(421), N/R TRS 인코더(422), 및 PID 삽입부(423)를 가지며, 랜덤화된 노멀 데이터 패킷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에 대해 트랜스버설 인코딩을 수행하여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된 패리티 패킷에 헤더(PID)를

삽입한다.

RS 인코딩부(430)는 랜덤화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에 대해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한다.

패킷 포맷부(450)는 디멀티플렉서(451), R패킷 처리부(453), 및 멀티플렉서(455)를 가지며, 시스템 제어부(480)의 제어

에 따라서 입력되는 각 패킷들을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각각의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한

다. 여기서,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방식은 제1실시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도 4a 내지 도 4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인터리빙부(460)는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처리된 패킷들을 바이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인터리빙을 수행한다. 트렐리스

인코딩부(470)는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트렐리스 인코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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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는 도 6에 도시된 제2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에러 정정 부호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에서

는 도 4a 내지 도4c를 참조하여 제2실시예에 따른 에러 정정 부호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MPEG 전송 시스템(미도시)으로부터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이 입력되며, 랜덤화부(410)는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한다(S211).

랜덤화된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은 저장부(421)에 저장된다(S213).

N/R TRS 인코더(422)는 랜덤화된 노멀 데이터 패킷(a)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를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

킷을 생성한다(S215).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a)에 대해서 노멀 패리티 패킷(c)을 생성하

고,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에 대해서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d)을 생성한다. 또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N/R TRS

인코딩부(312)는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 전체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D)을 생성한다.

PID 삽입부(423)는 패리티 패킷에 헤더(PID)를 삽입한다(S217).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패리티 패킷(b)에 헤더

(PID)(e)를 삽입하고,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b)에 헤더(PID)(f)를 삽입한다. 또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 전체에 대해서 생성된 패리티 패킷(D)에 헤더(PID)(F)를 삽입한다.

이상과 같이, 헤더(PID)가 삽입된 패리티 패킷은 랜덤화부(410)에 피드백되어 소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된 후, 저장부

(421)에 저장된다(S219).

RS 인코딩부(430)는 저장부(421)에 저장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에 대해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한다(S221).

도 4a 내지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킷들에 대해 20 byte의 패리티를 부가한다.

패킷 포맷부(450)는 시스템 제어부(480)의 제어에 따라서 입력되는 각 패킷들을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

고 각각의 패킷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터 처리한다(S223).

인터리빙부(460)는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처리된 패킷들을 바이트 단위로 재배열시켜 인터리빙을 수행하고(S225), 트렐

리스 인코딩부(470)는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트렐리스 인코딩을 수행한다(S227).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제3실시예로서,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는 랜덤화부(510), RS 인코딩부(520), TRS 인코딩부(530), 패킷 포

맷부(550), 인터리빙부(560), 트렐리스 인코딩부(570), 및 시스템 제어부(580)를 가지고 있다.

랜덤화부(510)는 MPEG 전송 시스템(미도시)으로부터 출력되는 노멀 데이터 패킷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소정의 패턴

에 따라서 랜덤화를 수행하고, TRS 인코딩부(530)로부터 피드백되어 입력되는 패리티 패킷에 대해 랜덤화를 수행한다.

RS 인코딩부(520)는 랜덤화된 노멀 데이터 패킷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에 대해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하고, TRS

인코딩부(530)로부터 피드백되어 랜덤화된 패리티 패킷에 대해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한다.

TRS 인코딩부(530)는 저장부(531), N/R TRS 인코더(532), 및 PID 삽입부(533)를 가지며, 패리티가 부가된 노멀 데이터

패킷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된 패리티 패킷에 대해 헤더(PID)를

삽입한다.

여기서,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과정은, 패리티가 부가된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을 생성할 수 있으며, 패리티

를 제외한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을 생성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패리티 패킷에 헤더(PID)를 삽입하기 전

에 패킷을 재배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패리티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에 대해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게 되면, 패리

티 패킷은 207byte의 크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RS 인코딩부(520)에서 20 byte의 패리티를 부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패

리티 패킷의 크기를 187byte로 재배열한다.

패킷 포맷부(550)는 디멀티플렉서(551), R패킷 처리부(553), 및 멀티플렉서(555)를 가지며, 시스템 제어부(580)의 제어

에 따라서 입력되는 각 패킷들을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여 각각의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한

다. 여기서,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는 방식은 제1실시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도 4a 내지 도 4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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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리빙부(560)는 패킷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된 패킷들을 바이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인터리빙을 수행한다. 트렐

리스 인코딩부(570)는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트렐리스 인코딩을 수행한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제3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에러 정정 부호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에서

는 도 4a 내지 도4c를 참조하여 제3실시예에 따른 에러 정정 부호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MPEG 전송 시스템(미도시)으로부터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이 입력되며, 랜덤화부(510)는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랜덤화한다(S311).

RS 인코딩부(520)는 랜덤화된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에 대해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부가한다

(S313).

저장부(531)에 패리티가 부가된 노멀 데이터 패킷(a)(g)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i)을 저장한다(S315).

N/R TRS 인코더(532)는 저장부(531)에 저장된 노멀 데이터 패킷(a)(g)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i)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을 생성한다(S317). 여기서,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과정은 패리티를 제외한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을 생

성하는 방식과, 패리티를 포함한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 N/R TRS 인코더(532)는 저장부(531)에 저장된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패리티(g)(i)를 제외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만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생성한다.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

버스트 데이터 패킷(b)에 대해서 노멀 패리티 패킷(c)과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d)을 생성하거나, 또는, 도 4c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a)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d)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D)을 생성한다.

후자의 경우, N/R TRS 인코더(532)는 패리티(g)(i)를 포함한 데이터 패킷에 대해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패리티 패킷을

생성한다(S317). 즉,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a)(g)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b)(i)에 대해서

노멀 패리티 패킷(c)(h)과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d)(j)을 생성하거나, 또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멀 데이터 패킷

(a)(g)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d)(i)에 대해서 패리티 패킷(D)(J)을 생성한다. 이 후, TRS 인코딩부(530)에서는 생성된 패

리티 패킷을 소정 바이트로 재배열한다. 예컨데, 생성된 207byte의 패리티 패킷을 187byte의 패리티 패킷으로 재배열한

다.

PID 삽입부(533)는 생성된 패리티 패킷에 헤더(PID)를 삽입한다(S319).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성된 패리

티 패킷(c),(d)에 헤더(e),(f)를 삽입하거나, 또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성된 패리티 패킷(D)에 헤더(PID)(F)를 삽

입한다.

이상과 같이, TRS 인코딩부(530)에서 생성된 패리티 패킷은 랜덤화부(510)에 피드백되어 랜덤화되고(S321) RS 인코딩

부(520)에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 된다(S323).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랜덤화된 노멀 패리티 패킷

(c)과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d)에 대해 20 byte의 패리티(h)(j)가 부가되거나, 또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랜덤화된 패

리티 패킷(D)에 대해 20 byte의 패리티(J)가 부가된다.

RS 인코딩부(520)에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가 부가된 패리티 패킷은 저장부(531)에 저장된다(S325). 즉, 저장부(531)에

는 도 4a 내지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은 하나의 필드 데이터가 저장된다.

패킷 포맷부(550)는 시스템 제어부(580)의 제어에 따라서 입력되는 각 패킷들을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

고 각각의 패킷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터 처리한다(S327).

인터리빙부(560)는 패킷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된 패킷들을 바이트 단위로 재배열시켜 인터리빙을 수행하고(S328),

트렐리스 인코딩부(570)는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재배열시키는 트렐리스 인코딩을 수행한다(S329).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1 내지 제3실시예에 제시된 듀얼 스트림용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TRS 인코딩부

는 저장부, N/R TRS 인코더, 및 PID 삽입부를 포함하는 것을 예로 설명하였으나,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TRS 인코딩

부(610)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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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이, TRS 인코딩부(610)는 노멀 데이터 패킷 및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저장하는 저장부(611)와, 노멀 데

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노멀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N-TRS 인코더(612)와, 노멀 패리티 패킷에 헤더(PID)

를 삽입하는 N-PID 삽입부(613)와,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인코딩하여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을 생성하는

R-TRS 인코더(614)와,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에 헤더(PID)를 삽입하는 R-PID 삽입부(615)를 갖는다.

즉, 도 3, 도 5, 및 도 8에 도시된 제1 내지 제3 실시예의 TRS 인코딩부를 도 10에 도시된 TRS 인코딩부(610)로 대신하여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 당연하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듀얼 스트림용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응하는 듀얼 스트림용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에 대한 개

략적인 블록도이다.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는, 트렐리스 디코딩부(711), 디인터리빙부(721), 패킷 재포맷부(730), RS 디코딩부(741), 디랜덤

화/랜덤화부(743), TRS 디코딩부(750), 및 디랜덤화부(761)를 가지고 있다.

트렐리스 디코딩부(711) 및 디인터리빙부(721)는 송신측에서 사용한 트렐리스 인코딩방식과, 인터리빙방식에 대응하여

트렐리스 디코딩 및 디인터리빙을 수행한다.

패킷 재포맷부(730)는 디멀티플렉서(731), R패킷 처리부(732), 및 멀티플렉서(733)를 가지며, 시스템 제어부(770)의 제

어에 따라서 입력되는 각 패킷들을 노멀 데이터와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각각의 데이터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터 처

리한다.

디멀티플렉서(731)는 시스템 제어부(770)의 제어에 따라서 예컨데, 도 4a 내지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측에서 분

리된 패킷 형태에 대응하여 분리한다.

디멀디플렉서(731)에서 노멀 데이터로 분리된 패킷은 멀티플렉서(733)로 출력되고, 로버스트 데이터로 분리된 패킷들은

R패킷 처리부(732)에서 송신측의 소정 비율(1/2,1/4)에 따라서 노멀 데이터로 처리되어 멀티플렉서(733)로 출력된다.

RS 디코딩부(741)는 패킷에 포함된 소정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필드 데이터의 수평방향에 대한 에러를 정정한다.

디랜덤화/랜덤화부(743)는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패킷을 랜덤화한다. 송신측에서 TRS 인코딩부가 랜덤화부에 앞에 위치

하는 제1실시예와 같은 경우 디랜덤화/랜덤화부(743)는 데이터 패킷과 패리티 패킷 모두에 대해서 랜덤화를 수행하고, 랜

덤화부 뒤에 TRS 인코딩부가 위치 하는 제2 및 제3실시예와 같은 경우 디랜덤화/랜덤화부(743)는 패리티 패킷에 대해서

만 랜덤화를 수행한다.

TRS 디코딩부(750)는 저장부(751), N/R TRS 디코더(753)를 가지며,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패킷들의 에

러를 정정한다. 저장부(751)는 RS 디코딩부(741) 및 N/R TRS 디코더(753)에서 에러가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

에 대한 정보등이 저장된다.

디랜덤화부(761)는 RS 디코딩부(741)에서 수평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 패킷들을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디랜덤화를

수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듀얼 스트림용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TRS 디코딩부(750)는 저장부(751), 및 N/R

TRS 디코더(753)을 포함하는 것을 예로 설명하였으나,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TRS 디코딩부(810)를 구현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TRS 디코딩부(810)는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저장하는 저장부(711)와, 노멀 패리티 패킷을 이

용하여 노멀 데이터 패킷에 대해 트랜스버설 디코딩을 수행하는 N-TRS 디코더(813)와, 로버스트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

여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을 트랜스버설 디코딩하는 R-TRS 디코더(815)를 갖는다. 즉, 도 11에 도시된 TRS 디코딩부

(750)를 도 12에 도시된 TRS 디코딩부(810)로 대신하여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 당연하다.

도 13은 도 3에 도시된 제1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응하는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며, 이를

참조하여 제1실시예에 대응하는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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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렐리스 디코딩부(711) 및 디인터리빙부(721)는 송신측에서 사용한 트렐리스 인코딩방식과, 인터리빙방식에 대응하여

트렐리스 디코딩 및 디인터리빙된다(S411).

패킷 재포맷부(730)는 디인터리빙된 패킷들을 노멀 데이터 패킷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으로 각각 분리되고, 각각의 패킷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터 처리한다(S413).

RS 디코딩부(741)는 패킷에 포함된 20 바이트의 패리티(g)(h)(i)(j)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패킷의 에러를 정정한다

(S415).

디랜덤화/랜덤화부(743)에서는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 모두에 대해서 디랜덤화를 수행한다(S417). 왜냐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실시예의 예러 정정 부호화 방식은 TRS 인코딩부(310)가 랜덤화부(320)의 앞에 위치하므로, TRS

인코딩부(310)에서 생성된 패리티 패킷은 디랜덤화된 데이터 패킷에 기초하여 생성된 디랜덤한 패킷이다. 따라서, 디랜덤

화/랜덤화부(743)에서는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 모두에 대해서 디랜덤화를 수행한다.

저장부(751)에는 RS 디코딩부(743)에서 수평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S419).

N/R TRS 디코더(753)에서는 저장부(751)에 저장된 디랜덤화된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디랜덤화된 데이터 패킷들을 수

직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한다(S421).

이 후, N/R TRS 디코더(753)에서 수직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저장부

(751)에 기저장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S423).

디랜덤화/랜덤화부(743)는 저장부(751)에 저장된 디랜덤화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다시 랜덤화를 수행한다

(S425). 왜냐하면, 도 3의 에러 정정 부호화장치의 RS 인코딩부(330)는 랜덤화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에 대하여

패리티를 부가하였으므로, RS 디코딩부(741)에서 RS 디코딩을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을 랜덤화시켜

야 한다.

RS 디코딩부(741)에서는 20 byte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랜덤화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S427).

디랜덤화부(761)는 에러 정정된 데이터를 소정 패턴에 따라서 디랜덤화를 수행함으로써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은 완료

된다(S429).

도 14은 도 6 및 도 8에 도시된 제2 및 제3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응하는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을 도시한 흐

름도이며, 이를 참조하여 제2 및 제3실시예에 대응하는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을 설명한다.

트렐리스 디코딩부(711) 및 디인터리빙부(721)는 송신측에서 사용한 트렐리스 인코딩방식과, 인터리빙방식에 대응하여

트렐리스 디코딩 및 디인터리빙된다(S511).

패킷 재포맷부(730)는 디인터리빙된 패킷들을 노멀 데이터 패킷과 로버스트 데이터 패킷으로 각각 분리되고, 각각의 패킷

포맷에 대응하여 데이터 처리한다(S513).

RS 디코딩부(741)는 패킷에 포함된 20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필드 데이터의 수평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한다(S515)

.

디랜덤화/랜덤화부(743)에서는 패리티 패킷에 대해서만 디랜덤화를 수행한다(S517). 왜냐하면, 도 6 및 도 8에 도시된 에

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서 TRS 인코딩부는 랜덤화부 뒤에 위치함으로써 TRS 인코딩부에서 생성된 패리티 패킷은 랜덤화

된 데이터 패킷에 기초하여 생성된 디랜덤한 패킷이므로, 디랜덤화/랜덤화부(743)에서는 패리티 패킷만을 디랜덤화한다.

저장부(751)에는 RS 디코딩부(743)에서 수평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S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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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TRS 디코더(753)에서는 저장부(751)에 저장된 디랜덤화된 패리티 패킷을 이용하여 랜덤화된 데이터 패킷들을 수직

방향으로 에러를 정정한다(S521).

이 후, N/R TRS 디코더(753)에서 수직방향으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 및 에러 정정 유무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저장부

(751)에 기저장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S523).

디랜덤화/랜덤화부(743)는 저장부(751)에 저장된 디랜덤화된 패리티 패킷을 다시 랜덤화를 수행한다(S525). 왜냐하면,

도 6 및 도 8에 도시된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의 RS 인코딩부는 랜덤화된 데이터 패킷 및 랜덤화된 패리티 패킷에 대하여

패리티를 부가하였으므로, RS 디코딩부(741)에서 RS 디코딩을 수행하기 전에 저장부(751)에 저장된 디랜덤화된 패리티

패킷에 대해 랜덤화를 수행한다.

RS 디코딩부(741)에서는 20 바이트의 패리티를 이용하여 랜덤화된 데이터 패킷 및 패리티 패킷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S527).

디랜덤화부(761)는 에러 정정된 데이터를 소정 패턴에 따라서 디랜덤화를 수행함으로써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은 완료

된다(S529).

이상과 같이, 트랜스버설 리드 솔로몬 인코딩/디코딩 방식을 적용한 듀얼 스트림(Dual Stream)용 디지털 방송 송/수신 시

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그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수신 시스템에서 트랜스버설 리드 솔로몬 인코딩을 적용함으로서 노멀

데이터 및 로버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SNR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노멀 데이터에 대한 패리티 패킷을 로버스트 데이터 처리

함으로써 SNR 이득과 함께 등화기의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

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본 출원인에 의해 기출원된 한국특허 출원번호 2003-0067522에 기재된 에러정정 부호화/복호화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로서,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

도,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듀얼 스트림용 전송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로서,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

도,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로서,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송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

도,

도 9은 도 8에 도시된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한 에러 정정 부호화 방법에 대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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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의 TRS 인코딩부에 대한 다른 예시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듀얼 스트림용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의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정정 복호화 장치의 TRS 디코딩부에 대한 다른 예시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제1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응하는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에 대한 흐름도, 그리고,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제2 및 제3실시예의 에러 정정 부호화 장치에 대응하는 에러 정정 복호화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

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10 : TRS 인코딩부 320 : 랜덤화부

330 : RS 인코딩부 350 : 패킷 포맷부

360 : 인터리빙부 370 : 트렐리스 인코딩부

380 : 시스템 제어부 711 : 트렐리스 디코딩부

721 : 디인터리빙부 730 : 패킷 재포맷부

741 : RS 디코딩부 743 : 디랜덤화/랜덤화부

750 : TRS 디코딩부 761 : 디랜덤화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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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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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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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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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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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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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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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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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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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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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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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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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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