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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장치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계층적 변조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의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 또는 부가 데이터 서비

스 기능을 부가하는 동시에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역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 또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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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로서, 오디오/비디오 신호를 기본 계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으로 각각 소스 부호화하기 위한 소스 부호화 수단; 상기 소스 부호화 수단으로부터 기본 계층 스트림

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상기 소스 부호화 수단으로부터 강화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미디어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강

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상기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으로부터 각각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디지털 방송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계층

적 디지털 방송 송신 수단을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로서,

오디오/비디오 신호를 기본 계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으로 각각 소스 부호화하기 위한 소스 부호화 수단;

상기 소스 부호화 수단으로부터 기본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상기 소스 부호화 수단으로부터 강화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미디어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강화 계

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상기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으로부터 각각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전송 스트

림을 입력받아 디지털 방송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계층적 디지털 방송 송신 수단

을 포함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 디지털 방송 송신 수단은,

상기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변조한 후, 변조된 기본 계층 스트림 변조 신호에 따라 상기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심볼

맵핑하여 변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부호화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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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러빌러티 기술을 이용하여 비디오 소스를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스템과 호환되는 기본 계층 비디

오 스트림 및 향상된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강화 계층 비디오 스트림으로 생성하기 위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

더; 및

스케일러빌러티 기술을 이용하여 오디오 소스를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스템과 호환되는 기본 계층 오디

오 스트림 및 향상된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강화 계층 오디오 스트림으로 생성하기 위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

를 포함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은,

상기 기본 계층 스트림을 객체화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시스템 인코더; 및

상기 시스템 인코더의 출력 스트림들을 MPEG-2 TS(Transport Stream)로 다중화하여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

기 위한 전송 스트림 다중화부;

상기 전송 스트림 다중화부로부터 출력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추가 오류 정정 부호화를 위한 외부 부호기; 및

상기 외부 부호기로부터 출력된 스트림 내의 인접 바이트 단위간 시간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위한 외부 인터리버

를 포함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부호기는 RS(Reed-Solomon) 인코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인터리버는 길쌈 인터리버(Convolutional Interleav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

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은,

상기 강화 계층 스트림을 객체화하고 동기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시스템 인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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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 인코더로부터 출력된 스트림들을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전송 스트림 다중화

부;

상기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에너지 분산을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 확산 스크램블러;

상기 에너지 분산된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무선 전송 채널에 대하여 강인한 오류 정정 기능을 갖도록 채널 부

호화하기 위한 채널 인코더; 및

무선 전송 채널의 페이딩에 대한 오류를 분산하기 위한 시간 인터리빙을 수행하여 강화 계층 비트 스트림을 출력하기 시간

인터리버

를 포함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은 MPEG-2 T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인코더는,

RS 부호, 길쌈부호,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 터보(Turbo) 부호 또는 이들을 상호 연접한 연접 부호

(Concatenated Code)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채널 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

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 디지털 방송 송신 수단은,

상기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심볼 맵핑하여 변조하기 위한 심볼 맵퍼;

상기 심볼 맵핑된 신호를 주파수 인터리빙을 적용하기 위한 주파수 인터리버;

상기 주파수 인터리빙된 심볼 맵핑 신호 신호를 입력받아 차동 변조하기 위한 차동 변조부; 및

상기 차동 변조부로부터 입력받은 기본 계층 변조 신호에 따라 상기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심볼 맵핑하여 위상 변조하

기 위한 계층 심볼 맵퍼

를 포함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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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심볼 맵퍼는,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QPSK 심볼 맵핑하고,

상기 차동 변조부는,

위상 기준 신호를 생성하여 FIC 및 MSC를 구성하는 OFDM 심볼에 대해 차동 변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

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 심볼 맵퍼는,

상기 심볼 맵핑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변조 신호에 따라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2-ASK 변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 심볼 맵퍼는,

아래의 수학식 1을 이용하여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심볼 맵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

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수학식 1]

(여기서, a는 0 보다 큰 상수, zb
l,k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변조 신호, ze

l,k는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의 l 번째 OFDM 심볼

의 k 번째 반송파에 대한 심볼, l = 2, 3, 4, … , L, -K/2 ≤ k ≤ K/2이고, L은 OFDM 심볼 개수, K는 다중 반송파 개수임)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 심볼 맵퍼는,

상기 심볼 맵핑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변조 신호에 따라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QPSK 변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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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 심볼 맵퍼는,

상기 심볼 맵핑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변조 신호에 따라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16-QAM 변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16.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로서,

부가 데이터를 소스 부호화하여 강화 계층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부가 데이터 소스 부호화 수단;

A/V 신호를 소스 부호화하여 기본 계층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 계층 소스 부호화 수단;

상기 기본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

한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상기 강화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미디어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상기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으로부터 각각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전송 스트

림을 입력받아 디지털 방송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계층적 디지털 방송 송신 수단

을 포함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 디지털 방송 송신 수단은,

상기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변조한 후, 변조된 기본 계층 스트림 변조 신호에 따라 상기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심볼

맵핑하여 변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은,

상기 기본 계층 스트림을 객체화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시스템 인코더; 및

상기 시스템 인코더의 출력 스트림들을 MPEG-2 TS(Transport Stream)로 다중화하여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

기 위한 전송 스트림 다중화부;

상기 전송 스트림 다중화부로부터 출력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추가 오류 정정 부호화를 위한 외부 부호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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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 부호기로부터 출력된 스트림 내의 인접 바이트 단위간 시간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위한 외부 인터리버

를 포함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은,

상기 강화 계층 스트림을 객체화하고 동기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시스템 인코더;

상기 시스템 인코더로부터 출력된 스트림들을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전송 스트림 다중화

부;

상기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에너지 분산을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 확산 스크램블러;

상기 에너지 분산된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무선 전송 채널에 대하여 강인한 오류 정정 기능을 갖도록 채널 부

호화하기 위한 채널 인코더; 및

무선 전송 채널의 페이딩에 대한 오류를 분산하기 위한 시간 인터리빙을 수행하여 강화 계층 비트 스트림을 출력하기 시간

인터리버

를 포함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 디지털 방송 송신 수단은,

상기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심볼 맵핑하여 변조하기 위한 심볼 맵퍼;

상기 심볼 맵핑된 신호를 주파수 인터리빙을 적용하기 위한 주파수 인터리버;

상기 주파수 인터리빙된 심볼 맵핑 신호 신호를 입력받아 차동 변조하기 위한 차동 변조부; 및

상기 차동 변조부로부터 입력받은 기본 계층 변조 신호에 따라 상기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심볼 맵핑하여 위상 변조하

기 위한 계층 심볼 맵퍼

를 포함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심볼 맵퍼는,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QPSK 심볼 맵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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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동 변조부는,

위상 기준 신호를 생성하여 FIC 및 MSC를 구성하는 OFDM 심볼에 대해 차동 변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 심볼 맵퍼는,

상기 심볼 맵핑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변조 신호에 따라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2-ASK 변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 심볼 맵퍼는,

아래의 수학식 1을 이용하여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심볼 맵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

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수학식 1]

(여기서, a는 0 보다 큰 상수, zb
l,k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변조 신호, ze

l,k는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의 l 번째 OFDM 심볼

의 k 번째 반송파에 대한 심볼, l = 2, 3, 4, … , L, -K/2 ≤ k ≤ K/2이고, L은 OFDM 심볼 개수, K는 다중 반송파 개수임)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 심볼 맵퍼는,

상기 심볼 맵핑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변조 신호에 따라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QPSK 변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 심볼 맵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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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심볼 맵핑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변조 신호에 따라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16-QAM 변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

청구항 26.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로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기본 계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을 분리하여, 강화 계층 스트림을 출력하고 기본 계층

스트림을 심볼 디맵핑을 통해 복조하여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수신부;

상기 복조된 기본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채널 복호화하고, 전송 스트림 역다중화하며, 시스템 복호화하여 기본 계층 오

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 계층 수신 처리부;

상기 강화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심볼 디맵핑을 통해 복조하고, 채널 복호화하고, 전송 스트림 역다중화하며, 시스템 복

호화하여 강화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 및

상기 기본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과 상기 강화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받아 스케이러블 복호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스케일러블 A/V 복호화부

를 포함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부는,

유레카 147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수신 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계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은,

상기 유레카 147 DAB 수신 장치의 주파수 디인터리버에서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

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는,

상기 강화 계층 스트림을 심볼 디맵핑하기 위한 계층 심볼 디맵퍼;

상기 심볼 디맵핑된 강화 계층 스트림을 채널 복호화하기 위한 채널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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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널 복호화된 강화 계층 스트림을 비디오 및 오디오 패킷으로 분리하여 역다중화 하기 위한 역다중화부; 및

상기 역다중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패킷을 디캣화하고 스트림 간 동기화하여 강화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하

기 위한 시스템 디코더

를 포함하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30.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로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기본 계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을 분리하여, 강화 계층 스트림을 출력하고 기본 계층

스트림을 심볼 디맵핑을 통해 복조하여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수신부;

상기 복조된 기본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채널 복호화하고, 전송 스트림 역다중화하며, 시스템 복호화하여 기본 계층 오

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 계층 수신 처리부;

상기 강화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심볼 디맵핑을 통해 복조하고, 채널 복호화하여 부가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강화 계

층 수신 처리부;

상기 기본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받아 복호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A/V 디코더; 및

상기 부가 데이터를 입력받아 복호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부가 데이터 디코더

를 포함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수신부는,

유레카 147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수신 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

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송/수신 장치

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과 역 호환성을 유지하며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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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는 비디오 및 오디오 소스의 소스 부호화를 위한

MPEG-4 비디오 인코더(111) 및 MPEG-4 오디 인코더(113), 미디어 스트림의 객체화 및 동기화를 위한 MPEG-4 시스

템 인코더(120), 미디어 스트림의 다중화를 위한 MPEG-2 TS 다중화부(130), 추가 오류정정 부호화를 위하여 외부 부호

기로 사용되는 RS(Reed-Solomon) 인코더(140), 데이터 스트림 내 인접 바이트 단위간 시간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 인터리버로 사용되는 길쌈 인터리버(Convolutional interleaver)(150) 및 상기 길쌈 인터리버(150)로부터 출력되는

스트림을 스트림 모드 채널을 통해 입력받아 최종적인 디지털 방송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오디오 방송

(Digital Audio Broadcasting, 이하, DAB)(160) 송신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유럽의 디지털오디오방송 시스템인 유레카(Eureka)-147 DAB 송신 장치를 일 예로 들어 DAB 송신부(160)에 대하

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도 1의 DAB 송신부(160)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로서, 유럽의 디지털오디오방송 시스템인 유레카(Eureka)-147

DAB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에 사용되는 DAB 송신부(160)는 에너지 확산 스크램

블러(Energy Dispersal Scrambler)(161), 길쌈 인코더(Convolutional Encoder)(162), 시간 인터리버(Time

Interleaver)(163), 심볼 맵퍼(Symbol Mapper)(164), 주파수 인터리버(Frequency Interleaver)(165), 차동 변조부

(Differential Modulator)(166),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IFFT Unit)(167) 및 보호 구간 삽입부(Guard Interval Inserter)로

구성된다.

이하, DAB 송신부(160)의 상기 구성의 동작을 처리 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우선, DAB 송신부(160)로 입력된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인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 또는 일반 데

이터 스트림은 RF(Radio Frequency) 전송신호의 에너지 분산을 위하여 에너지 확산 스크램블러(Energy Dispersal

Scrambler)(161)를 통과한 후, 길쌈 인코더(Convolutional Encoder)(162)로 입력되어 UEP(Unequal Error Protection)

또는 EEP(Equal Error Protection) 프로파일에 따라 서로 다른 부호화율로 길쌈 부호화(Convolutional Encoding)된다.

이어서, 16개의 논리 프레임(여기서, 각 논리 프레임은 시간영역에서 24ms 구간의 정보를 포함하므로, 총 384ms 인터리

빙 깊이를 가진다) 구간에 대해 시간 인터리버(163)에서 시간 인터리빙된 각 서브채널 데이터는 MSM(Main Service

Multiplexor)에서 다중화되어 CIF(Common Interleaved Frame)을 구성한다.

이어서, 심볼 맵퍼(164)에서는 24ms 단위의 디지털오디오방송(DAB) 전송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동기채널과 FIC(Fast

Information Channel) 및 유효 데이터 전송을 위한 MSC(Main Service Channel)를 구성하여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심볼 맵핑 후, 주파수 인터리버(165)에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Frequency Selective Fading)에 대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파수 인터리빙을 적용한다.

이어서, 차동 변조부(166)는 위상(Phase) 기준신호를 생성하여 전송 프레임의 두 번째 심볼에 위치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FIC(Fast Information Channel) 및 MSC(Main Service Channel)를 구성하는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심볼에 대해 차동 변조(Differential modulation)를 수행한다.

이어서, 전송 프레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OFDM 심볼들은 2N의 역고속푸리에변환(IFFT :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처리를 위해 제로-패딩(Zero-Padding)을 수행한 후,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167)에서 역고속푸리에변환

(IFFT)을 통해 시간영역 신호로 변환된다.

이어서, 보호 구간 삽입부(168)는 ISI(Inter-Symbol Interference)를 제거하기 위해 유효 심볼구간 후미의 약 1/4에 해당

하는 데이터(보호구간)를 유효 심볼 앞에 삽입하여 전송한다.

상기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방식에서는 1/2 레이트(rate)의 부호률을 가지는 길쌈 코딩 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

가용 전송률은 1.152 Mbps이며 한 채널 내에 2개의 비디오 서비스를 적용한다면, 서비스당 576 kbps가 할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는 고효율 소스 부호화를 적용(776 kbps)하더라도 고품질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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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계층적 변조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서의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 또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 기능을 부가하는 동시에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역 호환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 또는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장치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소스 부호화 방식으로 스케일러블(scalable) 부호화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계층(Base layer)과 강화계층

(Enhancement layer)으로 구분하여 계층별로 할당할 수 있고, 수신측에서는 기본계층 및 강화계층의 스트림을 모두 수신

하여, 스케일러블 복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로서, 오디오/비디

오 신호를 기본 계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으로 각각 소스 부호화하기 위한 소스 부호화 수단; 상기 소스 부호화 수

단으로부터 기본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

하기 위한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상기 소스 부호화 수단으로부터 강화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미

디어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상기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으로부터 각각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디지털

방송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계층적 디지털 방송 송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로서, 부가 데이터를 소스 부호화하여 강화

계층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부가 데이터 소스 부호화 수단; A/V 신호를 소스 부호화하여 기본 계층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 계층 소스 부호화 수단; 상기 기본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기

본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상기 강화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시스템 부호화하고 미

디어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상기 기본 계층 송신

처리 수단 및 강화 계층 송신 처리 수단으로부터 각각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디지털

방송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계층적 디지털 방송 송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로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기본

계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을 분리하여, 강화 계층 스트림을 출력하고 기본 계층 스트림을 심볼 디맵핑을 통해 복조

하여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수신부; 상기 복조된 기본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채널 복호화하고, 전송 스트림 역다중

화하며, 시스템 복호화하여 기본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 계층 수신 처리부; 상기 강화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심볼 디맵핑을 통해 복조하고, 채널 복호화하고, 전송 스트림 역다중화하며, 시스템 복호화하여 강화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 및 상기 기본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과 상

기 강화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받아 스케이러블 복호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스케일러블 A/V 복호화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로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기본 계

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을 분리하여, 강화 계층 스트림을 출력하고 기본 계층 스트림을 심볼 디맵핑을 통해 복조하

여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수신부; 상기 복조된 기본 계층 스트림을 입력받아 채널 복호화하고, 전송 스트림 역다중화

하며, 시스템 복호화하여 기본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 계층 수신 처리부; 상기 강화 계층 스

트림을 입력받아 심볼 디맵핑을 통해 복조하고, 채널 복호화하여 부가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 상

기 기본 계층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받아 복호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A/V 디코더; 및 상기 부가 데이터를 입력받

아 복호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부가 데이터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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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내용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한다. 그러므로 당업자는 비록 본 명세서에 명확히 설명되거나 도시되지 않았지

만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고 본 발명의 개념과 범위에 포함된 다양한 장치를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

열거된 모든 조건부 용어 및 실시예들은 원칙적으로, 본 발명의 개념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명백히 의도되

고, 이와 같이 특별히 열거된 실시예들 및 상태들에 제한적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원리, 관점 및 실시예들 뿐만 아니라 특정 실시예를 열거하는 모든 상세한 설명은 이러한 사항의 구조적

및 기능적 균등물을 포함하도록 의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균등물들은 현재 공지된 균등물뿐만 아니

라 장래에 개발될 균등물, 즉 구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명된 모든 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본 명세서의 블록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예시적인 회로의 개념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모든 흐름도, 상태 변환도, 의사 코드 등은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매체에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가 명백히 도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다

양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프로세서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표시된 기능 블럭을 포함하는 도면에 도시된 다양한 소자의 기능은 전용 하드웨어뿐

만 아니라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능력을 가진 하드웨어의 사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 프로세

서에 의해 제공될 때, 상기 기능은 단일 전용 프로세서, 단일 공유 프로세서 또는 복수의 개별적 프로세서에 의해 제공될

수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공유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 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되는 용어의 명확한 사용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능력을 가진 하드

웨어를 배타적으로 인용하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제한 없이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저

장하기 위한 롬(ROM), 램(RAM) 및 비 휘발성 메모리를 암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지 관용의 다른

하드웨어도 포함될 수 있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우선 각 도면

의 구성요소들에 참조 번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번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

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는 MPEG-4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211), MPEG-4 스케일러블 오디오 인코더(213),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220), 기본 계층 송신 처리부(230) 및 계

층적 DAB 송신부(2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MPEG-4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211)는 비디오 소스를 종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과 호환되는 기본계층 비

디오 스트림(Base Layer Video Stream) 및 향상된 품질을 위한 강화계층 비디오 스트림(Enhancement layer Video

stream)을 생성하여, 각각 기본 계층 송신 처리부(230) 및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220)로 출력한다.

MPEG-4 스케일러블 오디오 인코더(213)는 오디오 소스를 종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과의 호환되는 기본계층

오디오 스트림(Base Layer Audio Stream)과 향상된 품질을 위한 강화계층 오디오 스트림(Enhancement Layer Audio

Stream)을 생성하여, 각각 기본 계층 송신 처리부(230) 및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220)로 출력한다.

여기서 강화계층 비디오 스트림 및 강화계층 오디오 스트림은 시간, 공간 및 잡음 비율(SNR) 스케일러빌러티(scalability)

등의 다양한 스케일러블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 가능하며, 이는 본원 발명의 당업자에게 주지된 공지 기술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표준 문서(ETSI EN 300 401)에

기재된 내용은 본원 발명의 배경 기술로서 참조 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 상기 표준 문서에 상

술된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본 발명에서 새롭게 제안하여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로 한다.

공개특허 10-2007-0035409

- 13 -



기본 계층 송신 처리부(23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MPEG-4 시스템 인코더(120), MPEG-2 TS 다중화부(130), RS

인코더(140) 및 길쌈 인터리버(15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구성의 기능은 도 1을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다.

즉, 기본 계층 송신 처리부(230)는 종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지원하는 기본계층(Base layer)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

오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MPEG-4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211) 및 MPEG-4 오디오 스케일러블 오디오

인코더(213)로부터 각각 입력받은 기본 계층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MPEG-4 시스템 인코더(120)에서 객체

화하고 모든 스트림 간에 동기화한 후, MPEG-2 TS 다중화부(130)에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하고, RS 인코

더(140)에서 오류 정정 부호화하며, 길쌈 인터리버(150)에서 스트림 내의 인접 바이트 단위간 시관 상관관계를 제거하여

계층적 DAB 송신부(240)로 출력한다.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220)는 기본 계층보다 향상된 품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강화계층 비디오 스트림 및 강

화계층 오디오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한다.

계층적 DAB 송신부는 전술한 종래의 DAB 송신부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되, 다만 기본 계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 제안한 계층 심볼 맵퍼가 추가된 구성을 갖는다. 계층적 DAB 송신부는 도 6

을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220)는 MPEG-4 시스템 인코더(221), MPEG-2 TS 다중화부(222), 에

너지 확산 스크램블러(223), 채널 인코더(224) 및 시간 인터리버(22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MPEG-4 시스템 인코더(221)는 입력받은 상기 강화 계층 비디오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오디오 스트림을 객체화하고 동기

화하여 MPEG-2 TS 다중화부(222)로 출력한다.

MPEG-2 TS 다중화부(222)는 MPEG-4 시스템 인코더(221)로부터 입력받은 강화 계층 비디오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오디

오 스트림을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으로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에너지 확산 스크램블러(223)는 상기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전송신호의 에너지 분산을 수행한다. 여기서, 에

너지 분산은 상기 표준 문서(ETSI EN 300 401)의 분산 다항식을 이용할 수 있다.

채널 인코더(224)는 상기 에너지 분산된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입력받아 무선 전송 채널에 대하여 강인한 오류 정정 기

능을 갖도록 채널 부호화한다. 여기서, 상기 오류 정정 기능을 갖는 채널 부호화 방식으로는 RS 부호, 길쌈부호,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 및 터보(Turbo) 부호화 방식 또는 이들을 상호 연접한 연접부호(Concatenated Code)

등의 방식이 가능하며, 채널 부호화율의 가변이 가능한 RCPC(Rate Compatible Punctured Code)를 이용하거나 채널 부

호 자체의 부호화율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한다.

시간 인터리버(225)는 무선 전송 채널의 페이딩에 대한 오류 분산을 위한 구성으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표준 문서에

정의된 시간 인터리버 방식을 이용하여 시간 인터리빙하여 비트 스트림을 출력한다. 시간 인터리버(225)의 비트 스트림

출력은 후술하는 계층적 DAB 송신부(240)의 계층 심볼 맵퍼(241)로 입력된다.

도 6은 도 3의 계층적 DAB 송신부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계층적 DAB 송신부(240)는 도 2를 참조하여 전술한 종래의 DAB 송신부의 구성에 계

층 심볼 맵퍼(241)를 추가한 구성이다.

즉, 계층적 DAB 송신부(240)는 에너지 확산 스크램블러(161), 길쌈 인코더(162), 시간 인터리버(163), 심볼 맵퍼(164),

주파수 인터리버(165), 차동 변조부(166),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167) 및 보호 구간 삽입부(168)를 포함하는 종래의 DAB

송신부의 구성에 상기 차동 변조부(166) 및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167) 사이에 계층 심볼 맵퍼(241)가 삽입된 구성이다.

이하, 계층적 DAB 송신부(240)의 구성 중, 본 발명에서 새롭게 제안한 계층 심볼 맵퍼에 대하여 상술하며, 종래의 구성인

나머지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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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심볼 맵퍼(241)는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220)로부터 입력받은 부호화된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을 차동 변조부(166)

로부터 출력된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변조 신호에 따라 심볼 맵핑하여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167)로 출력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층 심볼 맵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은 심볼 맵퍼(164)에서 QPSK(Quaternary Phase Shift Keying)를 적용하여 2비트가 할당되며, 차

동 변조부(166)에서 2비트 값에 따른 4분선 상의 위치가 결정된다. 4분선은 π/4 만큼 회전 이동된 실수 및 허수 축상을 의

미한다.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은 계층 심볼 맵퍼(241)에서 2-ASK(Amplitude Shift Keying), QPSK(Quaternary Phase Shift

Keying), 16-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과 같은 방식 및 유사 변조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

며, 기본 계층의 2 비트 외에 2-ASK는 1 비트, QPSK는 2 비트, 16-QAM은 4 비트를 할당하여 추가적인 전송률을 확보

할 수 있다. 상기 기본 계층에서 정해진 4분면의 위치에 강화 계층의 변조 방식에 따른 성상(Constellation)을 적용하여 강

화계층의 심볼을 맵핑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계층 심볼 맵핑 방법에 대한 더욱 상세한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주파수 인터리빙된 l 번째 OFDM 심볼의 k 번째 QPSK 심볼을 yl,k라 정의하면, 기본 계층 전송

스트림의 차동 변조부(166)의 출력 zb
l,k는 아래의 수학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zb
l,k = zb

l-1,k ·yl,k (l = 2, 3, 4, … , L 이고 -K/2 ≤ k ≤ K/2)

여기서, L은 OFDM 심볼 개수, K는 다중 반송파 개수이고 zb
l,k는 위상 기준신호 발생기(Phase reference symbol

generator)(미도시)에 의해 발생된다.

상기 수학식 1은 각 반송파가 π/4 QPSK 변조방식에 의해 변조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zb
l,k는

또는 중 한 값이 된다. 여기서, 변조된 심볼의 크기는 1로 가

정했다. 도 7에 π/4 QPSK 신호의 성상도를 도시하였다.

강화 계층 전송 스트림의 l 번째 OFDM 심볼의 k 번째 반송파에 대한 심볼을 ze
l,k이라 정의하면, 계층 심볼 맵퍼(241)의

출력 zl,k는 아래의 수학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zl,k = ζ(zb
l,k, ze

l,k)

여기서, ζ( )은 계층 심볼 맵핑 함수를 나타내며 강화 계층의 추가정보 비트 수와 변조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계층 심볼 맵퍼(241)의 일실시예로서, 강화 계층의 추가정보가 1 비트이며 2-ASK 변조방식을 사용할 때, 계층 심볼 맵퍼

는 아래의 수학식 3을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0 보다 큰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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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계층 심볼 맵핑의 일실시예로서, 추가정보가 1 비트이고 2-ASK 변조방식으로 심볼 맵핑된 신호의

성상도이다. 도 4에서 검은 점으로 나타낸 성상은 기본 계층의 심볼 맵핑된 신호에 대한 성상도이고, 하얀 점으로 나타낸

성상은 강화 계층의 심볼 맵핑된 신호에 대한 성상도이다.

계층 심볼 맵핑의 또 다른 실시 예로서, 강화계층의 추가정보가 2비트이며 QPSK 변조일 때의 계층 심볼 맵핑 함수는 아래

의 표 1과 같으며 그에 따라 심벌 맵핑된 신호의 성상도는 도 9와 같다.

[표 1]

여기서, A는 ze
l,k에 대응하는 정보비트, B는 zb

l,k에 대응하는 정보 비트이고 a는 0 보다 큰 상수이다.

강화 계층의 추가정보가 3 비트 이상인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본계층과 강화계층의 정보에 따른 계층 심볼 맵핑 성

상도를 확장할 수 있다.

강화계층을 적용할 수 있는 DMB 프레임 상의 구조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채널인 MSC만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FIC와 MSC를 동시에 강화계층을 적용한다. 또한, 계층변조에 대한 정보, 예

를 들면 계층변조 사용 유무, 계층정보 사용 시 적용되는 변조방식 및 채널 인코더의 부호화율, 강화계층 관련 서비스 정보

등을 FIC를 통하여 송출하여, 강화계층에 대한 정보를 DMB 수신 장치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기본계층 및 강화계층은 전술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에, 강화계층을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한 추가 전송

채널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강화계층에 추가적인 소스 인코더를 사용함으로써, 부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부가 비디오 서비스는 스테레오 영상, 다시점 영상 등의 기본계층과 연관된 서비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독립적인

별개의 서비스일 수 있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는 부가적인 서비

스를 위한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출력하기 위한 부가 데이터 소스 인코더(115), 상기 부가 데이터 소스 인코더(115)로부터

출력된 부가 데이터를 전술한 강화 계층 신호로 처리하기 위한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220), 기본계층의 A/V 신호를 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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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하여 출력하기 위한 MPEG-4 비디오 인코더(111), MPEG-4 오디오 인코더(113), 상기 MPEG-4 비디오 인코더(111),

MPEG-4 오디오 인코더(113)로부터 출력된 기본 계층의 신호를 입력받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계층 송신 처리부(230) 및

계층적 DAB 송신부(240)를 포함한다. 상기 MPEG-4 비디오 인코더(111), MPEG-4 오디오 인코더(113), 상기 MPEG-4

비디오 인코더(111), MPEG-4 오디오 인코더(113),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220), 기본 계층 송신 처리부(230) 및 계층적

DAB 송신부(240)의 기능은 전술한 바와 같다.

본 실시예는 이러한 구성에 의해 다양한 부가 데이터 서비스 위한 데이터 패킷을 강화계층으로 전송함으로써, 종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추가된 부가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

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고, 도 12는

도 11의 DAB 수신부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이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는 DAB 수신

부(310), 기본 계층 수신 처리부(320),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330), MPEG-4 스케일러블 비디오 디코더(340) 및 MPEG-

4 스케일러블 오디오 디코더(350)를 포함한다.

기본 계층 수신 처리부(320)는 종래의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와 동일한 구성요소로서, 길쌈 디코더(321), RS 디코

더(322), TS 역다중화부(323) 및 MPEG-4 시스템 디코더(324)를 포함하고,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330)는 계층 심볼 디

맵퍼(331), 시간 디인터리버(332), 채널 디코더(333), 에너지 확신 디스크램블러(334), TS 역다중화부(335) 및 MPEG-4

시스템 디코더(336)를 포함하여 전술한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신 장치에서의 부호화 과

정에 대응되는 역과정을 통해 기본 계층 신호와 강화 계층 신호를 각각 복호한다.

DAB 수신부(310)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레카 147 DAB 수신 장치로서, RF 튜너(311), A/D 컨버터(312), 고속

퓨리에 변환부(313), 차동 복조부(314), 주파수 디인터리버(315), 심볼 디맵퍼(316), 시간 디인터리버(317), 길쌈 디코더

(318) 및 에너지 확산 디스크램블러(319)를 포함한다.

먼저, DAB 수신부(310)는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전술한 DAB 송신부에 대응되는 역과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정

보와 데이터 스트림들을 추출한다. 특히, DAB 수신부(310)의 주파수 디인터리버(Frequency De-interleaver)(315)는 기

본 계층 스트림 및 강화 계층 스트림을 분리하며, 기본 계층 스트림은 기존의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기에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채널 복호화되며, 강화 계층 스트림은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330)로 출력하여, 계층 심볼 디맵퍼(331), 시간

디인터리버(Time De-interleaver)(332), 채널 디코더(333) 및 에너지 분산 디스크램블러(Energy diverse de-

scrambler)(334)의 과정을 거쳐 채널 복호화된다.

채널 복호화된 두 계층의 전송 스트림은 각각 TS 역다중화부(323, 335)에서 비디오, 오디오 및 각종 부가 정보 패킷으로

분리된 후, MPEG-4 시스템 디코더(324, 336)에서 디패킷화(de-packetization) 및 스트림 간의 동기화 과정을 거쳐 두

계층의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으로 추출되어 출력된다.

MPEG-4 스케일러블 비디오 디코더(340) 및 MPEG-4 스케일러블 오디오 디코더(350)는 MPEG-4 시스템 디코더(324,

336)로부터 입력받은 기본 계층과 강화계층의 비디오 스트림 및 오디오 스트림을 양 계층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스케일

러블 복호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의 비디오 및 오디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가 기존의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에서 송출하는 방송신호

를 수신하였을 경우에는, 기본계층의 스트림만 추출하여 종래의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시스템과 동일한 복호와 과

정을 거쳐 기본 품질의 비디오 및 오디오를 제공한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먼저, 유레카-147 DAB 수신 장치에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면(S110), 전송 프레임의 FIC를 통해 전송되는 각종 다중화 및

서비스 정보를 분석하고(S120)C, 방송 채널, 다중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추출하여 방송 채널 정보를 판별한다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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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별 결과, 판별된 방송 채널 정보가 기본계층 및 강화계층으로 이루어진 고품질의 방송을 나타내면, 두 계층의 스트

림으로 분리하여 각각 채널 복호화 과정(S151) 및 MPEG-2, MPEG-4 기반의 미디어 복호화 과정(S152)을 거쳐 고품질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S153).

한편, 상기 판별된 방송 채널 정보가 기존 방송을 나타내면 종래의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와 같이 기본계층의

스트림만을 추출하여 각각 채널 복호화 과정(S141) 및 미디어 복호화 과정(S142)을 거쳐 기본적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S153).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DMB 수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DMB 수신 장치는 DAB 수신부(310), 기본 계층 수

신 처리부(320),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330), MPEG-4 비디오 디코더(410), MPEG-4 오디오 디코더(420) 및 부가 데이

터 디코더(430)를 포함한다.

상기 DAB 수신부(310), 기본 계층 수신 처리부(320),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330)는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동일한 구성이므로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330)는 강화 계층 스트림을 입

력받아 최종적으로 부가 데이터를 출력하며, 상기 부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TS 역다중화부(335) 및 MPEG-4 시스템 디

코더(336)는 생략 가능하다.

상기 MPEG-4 비디오 디코더(410) 및 MPEG-4 오디오 디코더(420)는 기본 계층 수신 처리부로부터 출력된 기본 계층 오

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받아 디코딩하여 출력한다.

상기 부가 데이터 디코더(330)는 강화 계층 수신 처리부(330)로부터 상기 부가 데이터를 입력받아 부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복호화하여 출력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에게 있어서 명백하다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망과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고품질화의 비디오 서비

스 및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전송 시스템에 계층적 변조 기능을 부여하여, 종래의 DMB보다 더 많은

유효 전송률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다 많은 방송 서비스 채널을 제공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송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는 도 1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송신부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DMB 송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4는 도 3의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기부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

도 5는 도 3의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

도 6은 도 3의 계층적 DAB 송신부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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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π/4 QPSK 신호의 성상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계층 심볼 맵핑의 일실시예로서, 추가정보가 1 비트이고 2-ASK 변조방식으로 심볼 맵핑된 신호의

성상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계층 심볼 맵핑의 일실시예로서, 추가정보가 2 비트이고 QPSK 변조방식으로 심볼 맵핑된 신호의

성상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DMB 송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DMB 수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12는 도 11의 DAB 수신부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DMB 수신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DMB 수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211: MPEG-4 스케일러블 비디오 인코더 220: 강화 계층 송신 처리부

213: MPEG-4 스케일러블 오디오 인코더 230: 기본 계층 송신 처리부

240: 계층적 DAB 송신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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