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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단말기에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하는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위성 DMB 신호 및 제1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1안테나와, 제2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2안테나와, 상기 제1안테나와 연결되며, 상기 제1안테나

로 수신되는 위성 DMB 신호 또는 제1 지상 DMB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스위칭부에서 출력된 위

성 DMB 신호를 복조한 후, 영상 및 오디오 신호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위성 DMB 수신

기와, 상기 제2안테나와 연결되며, 상기 스위칭부에서 출력된 제1 지상 DMB 신호와 상기 제2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제2

지상 DMB 신호를 각각 복조한 후, 영상 및 오디오 신호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지상

DMB 수신기와, 상기 휴대 단말기의 DMB 모드에 따라 상기 스위칭부가 상기 위성 DMB 신호 또는 제1 지상 DMB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휴대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을 수신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편리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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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지상DMB, 제1튜너, 제2튜너, DBM프로세서, 코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도 1에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수신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2의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수신 장치에 대한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에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수신 과정을 도시

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이하 DMB이라 함)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 단말기에서 디지털 멀티 미디어 방송을 수신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DMB는 CD(Compact Disk)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이동 시에도 우수한 수신 품질을 제공

하며 전송수단(지상파/위성)에 따라 지상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된다. 즉, DMB는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Video/Audio/

Data)를 수신자에게 경제적인 방송망을 통해 고품질로 제공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의미한다.

한편, 상기 지상 DMB는 방송법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만이 해당되는데, 지상중계기를 이용하여 음악 및 영상서비스 등

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위성 DMB는 지상파 보다 훨씬 높은 대역인 극초단파(UHF)에 해당하는 2.6 ~2.655 Ghz대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진다. 지상 DMB가 관악산 송신소에서 전파를 발사해 수도권을 커버한다면, 위성 DMB는 대기권 밖의 위성

에서 한반도를 향해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단번에 전국 방송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상기와 같은 DMB를 휴대 단말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면, 상기 휴대 단말기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 단말기기를 통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위성

DMB 신호 및 제1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1안테나와, 제2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2안테나와, 상기 제1안테나

와 연결되며, 상기 제1안테나로 수신되는 위성 DMB 신호 또는 제1 지상 DMB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스위칭부와,

상기 스위칭부에서 출력된 위성 DMB 신호를 복조한 후, 영상 및 오디오 신호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신호를 디코딩하

여 출력하는 위성 DMB 수신기와, 상기 제2안테나와 연결되며, 상기 스위칭부에서 출력된 제1 지상 DMB 신호와 상기 제2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제2 지상 DMB 신호를 각각 복조한 후, 영상 및 오디오 신호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신호를 디

코딩하여 출력하는 지상 DMB 수신기와, 상기 휴대 단말기의 DMB 모드에 따라 상기 스위칭부가 상기 위성 DMB 신호 또

는 제1 지상 DMB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들

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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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DMB 모드에는 위성DMB 모드와 지상DMB 모드가 있다고 가정하여 설명하며, 상기 지상DMB 모

드에는 유럽 지상DMB 밴드인 L-밴드(이하 1지상밴드 이라 함)모드와 한국 지상DMB 밴드인 밴드-lll(이하 제2지상밴드

이라 함)모드가 있다. 상기 위성DMB 모드의 주파수대역은 2.6 ~ 2.65Ghz이고, 상기 제1지상DMB모드의 주파수대역은

1452 ~ 1492Mhz이며, 상기 제2지상DMB모드의 주파수대역은 174 ~ 240Mhz라 가정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이고, 도 2는 도 1의 휴대 단말기에 포함된 DMB 수신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휴대 단말기는 제1안테나(100), 제2안테나(105), 제어부(110), 제1메모리(120), RF부(121), 제2메모리(122), 데

이터처리부(123), 오디오처리부(125), 키입력부(127), 제3메모리(129), 스위칭부(130), 튜너(140), DMB 프로세서(150),

코덱(160), 영상처리부(170) 및 표시부(180)를 포함한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RF부(121)는 휴대 단말기의 무선 통신을 수행한다. RF부(121)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

승 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 수신기 등을 포함한다.

RF부(121)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스위칭부(130)를 통해 제1안테나(100)로 신호를 송신하며, 스위칭부(130)를 통해

인가되는 신호를 수신한다.

데이터처리부(123)는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 하는 수

신기 등을 구비한다. 즉, 데이터 처리부(123)는 모뎀(MODEM) 및 코덱(CODDEC)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처

리부(123)는 제어부(110)에 포함될 수 도 있다.

오디오처리부(125)는 데이터처리부(123)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신호를 재생하거나 또는 마이크로부터 발생되는 오디오신

호를 데이터처리부(123)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오디오처리부(12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

가 텔레비전 모드를 수행할 때 코덱(160)에서 출력되는 DMB 신호의 오디오신호를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키입력부(127)는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 들 및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 키들을 구비한다. 또한

키입력부(127)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DMB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각종 모드 설정 키들을 구비한다.

제3메모리(129)는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휴대 단말기의 전반

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및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DMB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제3메모리(129)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제어부(110)는 데이터처리부

(123)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가 통신모드를 수행할 경우, 스위칭부(130)를 제어하여 제1안테나

(100)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RF부(121)로 스위칭하여 무선통신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실

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가 위성 DMB 모드를 수행할 경우, 스위칭부(130)를 제어하여 제1안테나(100)로 수신되는 위성

DMB 신호를 튜너(140)의 제1튜너(141)로 스위칭한다.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가 제1지상 DMB 모드를 수행할 경우, 스위칭부(130)를 제어하여 제

1안테나(100)로 수신되는 제1지상 DMB 신호를 제2튜너(142)로 스위칭한다.

한편,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가 제2지상 DMB 모드를 수행할 경우, 제2안테나(105)로 수신

되는 제2지상 DMB 신호를 제2튜너(142)로 인가한다. 또한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DMB 프로세서(150)

에 DMB 모드를 설정함으로써, 소정 DMB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DMB프로세서(150)가 해당 DMB 모드의 파워를 오

프하도록 제어한다. 한편, 제어부(11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병렬(parallel)통신으로 코덱(160)의 파워를 절약할 수

있다.

제1안테나(10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CDMA 및 PCS 신호 등과 같은 통신 신호를 수신하여 스위칭부(130)로 인가

한다. 또한 제1안테나(10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상기 위성 DMB 신호 및 상기 제1지상 DMB 신호를 스위칭부

(130)로 인가한다.

제2안테나(105)는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제2지상 DMB 신호를 제2튜너(142)로 인가한다.

튜너(140)는 제어부(110)의 제어 하에 선택된 DMB 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되는 DMB 신호의 주파수를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튜너(14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제1튜너(141)와 제2튜너(142)로 구성된다. 이 때 제1튜너(141)는 위성

DMB 신호를 수신하여 주파수를 변환하며, 제2튜너(142)는 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여 주파수를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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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프로세서(15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튜너(140)에서 출력되는 DMB 신호를 복조 및 디코딩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즉, DMB프로세서(150)는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해 제1튜너(141) 및 제2튜너(142)에서 수신되는 DMB 신호를 복

조하며, 상기 복조된 DMB 신호에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리하여 채널별로 디코딩한다. 상기 채널별로 디코딩된

DMB 신호는 버퍼메모리인 제1메모리(120)에 저장된다.

코덱(160)은 제어부(110)의 제어 하에 DMB 프로세서(150)에서 분리되어 수신된 오디오 신호와 영상 신호를 MPEG

(Motion Picture Expert Group)규격의 신호로 디코딩하며,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 신호는 오디오처리부(125)로 출력하고

상기 디코딩된 영상 신호는 영상처리부(170)로 출력한다.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 신호 및 영상 신호는 제2메모리(122)에

저장되며, 제2메모리(122)는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 신호 및 영상 신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영상처리부(17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가 DMB 모드를 수행할 때 코덱(16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 및

제어부(1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여 표시부(180)의 대응되는 영역에 출력한다. 또한 상기 영상처리부

(170)는 코덱(160)에 포함될 수도 있다.

표시부(180)는 휴대 단말기가 통신모드를 수행할 때 제어부(11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표시하며, DMB 모드를 수행

할 때 영상처리부(170)로부터 출력되는 DMB 영상데이터 및 사용자 데이터를 각각 대응되는 영역에 표시한다. 여기서 표

시부(180)는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부(180)는 LCD 제어부(LCD controller) 및

영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 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키입력부(127)와 표시부(180)는 입력부가 될 수도 있다.

도 3은 상기 도 2의 DMB 수신 장치에 대한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제1안테나(100)는 통신신호 밴드주파수(CDMA:800~900Mhz 또는 PCS:1850~1990Mhz),

위성 DMB 신호 밴드주파수(2.63~2.65Ghz) 및 제1지상 DMB 신호 밴드주파수(1.45~1.49Ghz)를 모두 수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1안테나(100)의 내부는 헬리컬(Helical)로 구성되어 원하는 주파수대역에서 공진하는 구조이며, 상기 4개(즉, CDMA,

PCS, 위성 DMB, 제1지상 DMB 신호)의 밴드주파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헬리컬이 세부적으로 4차구조(4개의 헬릭스

(Helix))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밴드는 상기 헬리컬의 감는 간격과 회수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밴드를

형성할 수 있다.

제2안테나(105)는 제2지상 DMB 신호 밴드주파수(174 ~ 240Mhz)를 수신하는 안테나이며, 휩스(Whips)안테나로 구성

될 수 있다.

스위칭부(130)는 상기 휴대 단말기가 통신모드를 수행중이면 제어부(110)의 제어 하에 제1안테나(100)로 수신되는 무선

통신신호를 RF부(121)로 스위칭한다. 또한 스위칭부(130)는 상기 휴대 단말기가 위성 DMB 모드 수행중이면 제어부

(110)의 제어 하에 제1안테나(100)로 수신되는 위성 DMB 신호를 제1튜너(141)로 스위칭한다.

스위칭부(130)는 상기 휴대 단말기가 제1지상 DMB 모드를 수행중이면 제어부(110)의 제어 하에 제1안테나(100)로 수신

되는 제1지상 DMB 신호를 제2튜너(142)로 스위칭한다.

위성 DMB 수신기는 제1튜너(141), 제1 DMB 프로세서(157) 및 제1코덱(161)으로 구성된다.

제1튜너(141)는 스위칭부(130)로부터 위성 DMB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상기 위성 DMB 신호의 주파수를 변환한다.

즉, 제1튜너(141)는 상기 위성 DMB 신호주파수를 하강주파수로 변환된 중간주파수신호(IF신호)대역(38Mhz or 2Mhz)으

로 다운컨버터하는 통합회로(IC)이다.

DMB 프로세서(150)는 제1 DMB 프로세서(157)와 제2 DMB 프로세서(158)를 포함한다.

상기 제1 DMB 프로세서(157)는 제어부(110)의 제어 하에 위성 DMB 신호의 복조 및 디코딩을 수행하며, 제1복조기(151)

, 제1채널디코더(152) 및 파일럿채널 디코더(153)를 포함한다.

제1복조기(151)는 제1튜너(141)로부터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의 위성 DMB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복조한다. 이때 상기 제

1복조기(151)는 코드분할 다중화(code division multiplexing : 이하 CDM 이라 함)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제1복조기

(151)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상기 위성 DMB 신호를 오디오 신호와 영상신호로 분리한다.

제1채널디코더(152)는 상기 제1복조기(151)에서 수신된 디지털 위성 DMB 신호를 채널별로 디코딩하며, 상기 디코딩된

위성 DMB 신호는 제1메모리(120)에 저장된다.

파일럿채널디코더(153)는 송수신간의 동기화를 위해 구비된 것으로, 이는 상기 위성 DMB의 코딩방식이 CDM방식이므로

송수신 간의 동기화를 위해 파일럿채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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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코덱(161)은 제어부(110)의 제어 하에 제1 DMB 프로세서(157)에서 분리되어 수신된 위성 DMB 신호의 오디오 신호

및 영상 신호를 디코딩한다. 상기 제1코덱(161)은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신호를 오디오처리부(125)를 통해 스피커 출력하

며, 상기 디코딩된 영상신호를 영상처리부(170)를 통해 표시부(180)에 표시한다.

한편, 지상 DMB 수신기는 제2튜너(142), 제2 DMB 프로세서(158) 및 제2코덱(162)을 포함한다.

제2튜너(142)는 스위칭부(130)로부터 제1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된 상기 제1지상 DMB 신호의 주파수를 변환

한다. 또한 제2튜너(142)는 제2안테나(105)로부터 제2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2지상 DMB 신호의 주파수를

변환한다. 즉, 제2튜너(142)는 상기 제1지상 DMB 신호주파수 및 제2지상 DMB 신호주파수를 하강주파수로 변환된 중간

주파수신호(IF신호)대역(38Mhz or 2Mhz)으로 다운컨버터하는 통합회로(IC)이다.

제2 DMB 프로세서(158)는 제어부(110)의 제어 하에 상기 지상 DMB 신호의 복조 및 디코딩을 수행하며, 제2복조기(154)

및 제2채널디코더(155)를 포함한다. 제2복조기(154)는 제2튜너(142)로부터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의 제1지상 DMB신호

및 제2지상 DMB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복조한다. 이때 상기 제2복조기(154)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Orthogonal FDM :

OFDM)방식을 사용한다. 상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Orthogonal FDM : OFDM) 방식은 유럽, 일본 및 호주의 디지털

TV 표준으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변조 기술로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정확한 주파수에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많

은 수의 반송파에 데이터를 분산시킬 수 있다.상기 일정 간격을 통해 복조기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주파수를 참조

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내에서 "직교성"을 제공한다.

제2복조기(154)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상기 제1지상 DMB 신호 및 제2지상DMB 신호를 오디오 신호와 영상 신호로 분

리한다.

제2채널디코더(155)는 제2복조기(154)에서 수신된 제1지상 DMB 신호 및 제2지상 DMB 신호를 채널별로 디코딩하며,

상기 디코딩된 제1지상 DMB 신호 및 제2지상 DMB 신호는 제1메모리(120)에 저장된다.

제2코덱(162)은 제어부(110)의 제어 하에, 상기 제2 DMB 프로세서(158)에서 분리되어 수신된 제1 및 제2지상 DMB 신

호의 오디오신호 및 영상신호를 디코딩 한다. 상기 제2코덱(162)은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처리부(125)를 통

해 스피커로 출력하며, 상기 디코딩된 영상신호는 영상처리부(170)를 통해 표시부(180)에 표시한다.

삭제

하기 <표 1>은 튜너(140)(즉, 제1튜너(141) 및 제2튜너(142))와 DMB프로세서(150)간에 송수신되는 제어신호를 나타낸

다.

[표 1]

 신 호  기 능

 AGC
 튜너에서 수신한 RF레벨이 변화되더라도 일정한 크기의 IF신호(보통 -6dBm)를 출력하기 위해서 베이스밴드에서

AGC를 컨트롤함.

 SDA  SERAL DATA: 튜너 레지스터 셋팅 => CH 데이터

 SCL  SERAL CLOCK:동기신호

 IF  IF 아날로그 신호

하기 <표 2>는 상기 DMB프로세서(150)와 코덱(160)간에 송수신되는 제어신호를 나타낸다.

[표 2]

 신 호  기 능

 D(0:15)  데이터는 보통 16비트나 8비트구조로 이루어짐.

 A(0:15)  어드레스신호 : 어드레스 영역할당.

 INTERRUPT  베이스밴드, 코덱, 제어부간에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보내는 신호.

 Chip Select  칩을 선택하는 신호로서 선택 시 할당된 메모리 어드레스로 이동.

 RD  데이터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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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  데이터 라이트

그러면 DMB 모드시의 휴대 단말기의 동작을 도 4를 통해 상세히 살펴본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에서 DMB수신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제어부(110)는 상기 휴대 단말기의 사용자가 텔레비전 모드를 선택하면 401단계에서 이를 감

지하고, 상기 휴대 단말기를 텔레비전 모드로 설정하는 402단계를 진행한다.

제어부(110)는 상기 휴대 단말기가 텔레비전 모드를 수행중에 상기 사용자에 의해 메뉴키가 입력되면 표시부(180)를 제어

하여 텔레비전 보기의 선택 종류(즉, 텔레비전 보기 메뉴)를 표시한다.

제어부(110)는 403단계에서 사용자의 선택정보(예컨대, 키입력)에 의거하여 상기 텔레비전 보기의 선택 종류 중 DMB 보

기 메뉴가 선택되면 표시부(180)를 제어하여 상기 DMB의 종류를 표시한다. 이 때 상기 DMB의 종류는 위성 DMB 및 지상

DMB를 의미한다.

제어부(110)는 상기 표시된 DMB의 종류 중 위성 DMB가 선택되면 404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위성 DMB 수신 기

능을 수행하는 405단계를 진행한다.

상기 405단계에서 제어부(110)는 스위칭부(130)를 제어하여 제1안테나(100)에서 수신되는 위성 DMB신호를 제1튜너

(141)로 스위칭한다.

제1튜너(141)는 스위칭부(130)로부터 위성 DMB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위성DMB 신호의 주파수를 변환한 후, 상기 주파

수가 변환된 위성 DMB 신호를 제1 DMB 프로세서(157)로 인가한다. 제1 DMB 프로세서(157)의 제1복조기(151)는 제어

부(110)의 제어 하에 상기 인가된 아날로그 신호의 위성 DMB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복조한 후, 오디오신호 및 영상신호로

분리한다. 상기 복조된 위성 DMB 신호는 제1채널디코더(152)를 통해 채널별로 디코딩된 후, 제1메모리(120)에 저장된

다. 이때 파일럿채널 디코더(153)는 송수신되는 위성 DMB 신호의 동기화를 맞추며, 제1 DMB프로세서(157)에서 분리된

오디오 신호 및 영상 신호는 제1코덱(161)으로 인가된다. 제1코덱(161)은 상기 인가된 오디오신호 및 영상신호를 제어부

(110)의 제어 하에 디코딩한 후, 제2메모리(122)에 저장한다. 또한 제1코덱(161)은 상기 디코딩된 오디오신호를 오디오

처리부(125)를 통해 스피커로 출력하며, 상기 디코딩된 영상신호를 영상처리부(170)를 통해 표시부(180)에 표시한다.

삭제

삭제

한편, 제어부(110)는 상기 사용자의 선택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DMB의 종류 중 지상 DMB가 선택되면 406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지상 DMB 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407단계를 진행한다.

제어부(110)는 상기 407단계에서 제1안테나(100)로 제1지상 DMB 신호가 수신되면, 스위칭부(130)를 제어하여 상기 제

1지상 DMB 신호를 제2튜너(142)로 스위칭한다.

제어부(110)는 상기 407단계에서 제2안테나(105)로 제2지상 DMB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제2지상 DMB 신호를

제2튜너(142)로 인가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제1지상 DMB 신호 및 제2지상 DMB 신호의 수신과정이 동일하므로

상기 두 신호를 지상 DMB 신호로 가정하여 설명한다.

상기 지상 DMB 신호(즉, 제1지상 DMB 신호 또는 제2 지상 DMB 신호)를 수신한 제2튜너(142)는 상기 지상 DMB 신호의

주파수를 변환한 후, 상기 주파수가 변환된 지상 DMB 신호를 제2 DMB 프로세서(158)로 인가한다.

제2 DMB 프로세서(158)의 제2복조기(154)는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해 상기 인가된 아날로그 신호의 지상 DMB 신호

를 디지털 신호로 복조한 후, 오디오신호 및 영상신호로 분리한다. 상기 분리된 오디오신호 및 영상 신호는 코덱(160)을 거

쳐 오디오처리부(125) 및 표시부(180)를 통해 출력된다.

제어부(110)는 상기 위성 DMB 수신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상 DMB 수신기능을 수행중에 상기 사용자가 해당 기능 종료를

선택하면, 408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텔레비전 모드를 해제하는 409단계를 진행한다.

한편, 제어부(110)는 상기 휴대 단말기의 사용자가 무선통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모드를 선택하면, 상기 통신모드기

능을 수행하는 411단계를 진행한다.

제어부(110)는 상기 411단계에서 스위칭부(130)를 제어하여 제1안테나(100)로 수신되는 통신신호를 RF부(121)로 스위

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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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411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스위칭부130을 제어하여 상기 제1안테나100에서 수신되는 통신신호를 RF부

121로 스위칭하도록 한다. 상기 RF부121은 상기 스위칭부130으로부터 수신된 통신신호를 통해 무선통신기능을 수행한

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휴대 단말기와 같은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

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삭제

발명의 효과

즉,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휴대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편리성이 증대되는 효과

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 단말기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위성 DMB 신호 및 제1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1안테나와,

제2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2안테나와,

상기 제1안테나와 연결되며, 상기 제1안테나로 수신되는 위성 DMB 신호 또는 제1 지상 DMB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

는 스위칭부와,

상기 스위칭부에서 출력된 위성 DMB 신호를 복조한 후, 영상 및 오디오 신호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신호를 디코딩하

여 출력하는 위성 DMB 수신기와,

상기 제2안테나와 연결되며, 상기 스위칭부에서 출력된 제1 지상 DMB 신호와 상기 제2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제2 지상

DMB 신호를 각각 복조한 후, 영상 및 오디오 신호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지상 DMB 수

신기와,

상기 휴대 단말기의 DMB 모드에 따라 상기 스위칭부가 상기 위성 DMB 신호 또는 제1 지상 DMB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

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DMB 수신기는,

상기 스위칭부를 통해 인가되는 위성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1튜너와,

상기 제1튜너에서 수신되는 위성DMB 신호를 복조하고, 복조된 신호를 오디오 신호와 영상 신호로 분리하여 채널별 디코

딩을 수행하는 제1 DMB 프로세서와,

상기 제1 DMB 프로세서에서 분리된 오디오 신호 및 영상 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제1코덱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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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DMB 프로세서는,

상기 제1튜너에서 인가된 위성 DMB 신호를 복조하며, 상기 복조된 위성 DMB신호를 오디오 신호 및 영상 신호로 분리하

는 제1복조기와,

상기 제1복조기에서 복조된 위성 DMB 신호를 채널별로 디코딩하는 제1채널디코더와.

송수신되는 위성 DMB 신호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파일럿채널디코더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상 DMB 수신기는,

상기 스위칭부를 통해 인가되는 제1지상 DMB 신호와 상기 제2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제2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

2튜너와,

상기 제2튜너에 수신된 상기 제1 및 제2 지상 DMB 신호를 복조 및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로 분리하여 채널별 디코딩을

수행하는 제2 DMB 프로세서와,

상기 제2 DMB 프로세서에서 분리된 오디오신호 및 영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제2코덱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DMB프로세서는,

상기 제2튜너에 수신된 제1 및 제2지상 DMB 신호를 복조하고, 상기 복조된 제1 및 제2지상 DMB 신호를 오디오신호 및

영상신호로 분리하는 제2복조기와,

상기 제2복조기에서 복조된 상기 제1 및 제2 지상 DMB 신호를 채널별로 디코딩하는 제2채널디코더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상기 휴대 단말기가 통신모드일 때,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제1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통신신호를 무선통신기능

을 수행하는 RF부로 스위칭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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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성DMB 수신기는 상기 스위칭부를 통해 인가되는 위성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1튜너와, 상기 제1튜너에서 수신

되는 위성DMB 신호를 복조하고, 복조된 신호를 오디오 신호와 영상 신호로 분리하여 채널별 디코딩을 수행하는 제1

DMB 프로세서와, 상기 제1 DMB 프로세서에서 분리된 오디오 신호 및 영상 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제1코덱으로 이

루어지며,

상기 지상 DMB 수신기는 상기 스위칭부를 통해 인가되는 제1지상 DMB 신호와 상기 제2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제2지상

DMB 신호를 수신하는 제2튜너와, 상기 제2튜너에 수신된 상기 제1 및 제2 지상 DMB 신호를 복조 및 오디오신호와 영상

신호로 분리하여 채널별 디코딩을 수행하는 제2 DMB 프로세서와, 상기 제2 DMB 프로세서에서 분리된 오디오신호 및 영

상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제2코덱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DMB 프로세서는,

상기 제1튜너에서 인가된 위성 DMB 신호를 복조하며, 상기 복조된 위성 DMB신호를 오디오 신호 및 영상 신호로 분리하

는 제1복조기와,

상기 제1복조기에서 복조된 위성 DMB 신호를 채널별로 디코딩하는 제1채널디코더와.

송수신되는 위성 DMB 신호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파일럿채널디코더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DMB프로세서는,

상기 제2튜너에 수신된 제1 및 제2지상 DMB 신호를 복조하고, 상기 복조된 제1 및 제2지상 DMB 신호를 오디오신호 및

영상신호로 분리하는 제2복조기와,

상기 제2복조기에서 복조된 상기 제1 및 제2 지상 DMB 신호를 채널별로 디코딩하는 제2채널디코더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상기 휴대 단말기가 통신모드일 때,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제1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통신신호를 무선통신기능

을 수행하는 RF부로 스위칭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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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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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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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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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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