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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위성을 이용한 디지탈 방송 시스템이 실시간 뉴스, 오락 및 정보 프로그램들을 비행중인 항공기의 승객들
에게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위성으로부터의 송신은 상이한 시분할 다중(TDM) 채널들로 송신된 상이한 방
송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TDM 하향 링크내에서 일어난다.  하나의 방송 수신기가 항공기내 탑재되고, 본래
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하여 TDM 채널들을 디멀티플렉싱하기 위한 하나의 디멀티플렉서(60)를 
포함한다.  이 방송 수신기는 오디오(64) 및 비디오(76) 방송 모두를 수신하고 재생하며 다른 유형의 정
보 전달 서비스들을 제공하기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들의 암호화(72)는 특정된 항공기 
또는 항공회사에만 이용이 제한되도록 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4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들에 대한 상호 참조 사항

관련주제는,  1995년  12월  8일자로  에스.  조셉  캄파넬라에  의해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 제
08/569,346호 ; 1996년 11월 5일자로 로버트 엘. 존스톤에 의해 "위치 고유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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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시스템" 발명에 대하여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대리인 파일 33876) ; 1996년 11월 5일
자로 에스. 조셉 캄파넬라에 의해 "시분할 다중전송을 위한 프레임 동기화 및 상관을 제공하는 직접 라디
오 방송 수신기" 발명에 대하여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대리인 파일 33877A) ; 1996년 11월 5일
자로 에스. 조셉 캄파넬라에 의해 "TDM 전송을 위한 직접 라디오 방송 수신기" 발명에 대하여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대리인 파일 33877B) ; 1996년 11월 5일자로 에스. 조셉 캄파넬라에 의해 "위성 
전송 및 라디오 수신을 위한 방송 데이터 포맷팅을 위한 시스템" 발명에 대하여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
특허출원(대리인 파일 33877C) ; 1996년 11월 5일자로 에스. 조셉 캄파넬라에 의해 "방송 서비스 제공자
들중 우주부분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발명에 대하여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대리인 파
일 33877D) ; 1996년 11월 5일자로 에스. 조셉 캄파넬라에 의해 "상향 링크 신호들을 시분할 다중 하향 
링크 신호들로 스위치하기 위한 위성 페이로드 처리 시스템" 발명에 대하여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
출원(대리인 파일 33877E) ; 1996년 11월 5일자로 에스. 조셉 캄파넬라에 의해 "다위상 디멀티플렉싱 및 
직각 위상 쉬프트 키잉 복조를 이용한 위성 페이로드 처리 시스템" 발명에 대하여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
국특허출원(대리인 파일 33877F) ; 1996년 11월 5일자로 에스. 조셉 캄파넬라에 의해 "온-보드 레이트 정
렬을 제공하는 위성 페이로드 처리 시스템" 발명에 대하여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대리인 파일 
33877G) ; 에 개시되고 특허청구되어 있으며, 상기 출원들은 모두 명백히 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전송 및 수신에 관한 것이며, 특히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의 전송을 실
시간(real time)으로 항공기 승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발명의 배경

현대의 항공기는 승객들에게 영화, 과학 프로, 광고, 뉴스, 음악 및 기타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들은 모두 비행 개시로부터 며칠 또
는 몇달전에 (보통은 자기테이프로) 미리 기록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항공기 승객들이 점차 기내 
전화와 같은 첨단 기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행중에 발생되는 생생한 뉴스, 스포
츠 이벤트 및 다른 이벤트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주요 뉴스 또는 스포츠 이벤트가 있
을 때에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자 마자 항공기 승객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텔레비젼에 몰려드는 현
상을 종종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마저 가능하지 않은데, 왜냐 하면, 이벤트가 원거리
에서 일어나고 승객들의 목적지에서는 지역적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항공기가 지상 소스들로부터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항공기 승객들
에게 실시간 뉴스 및 오락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다.  우선, 대부분의 상업 라
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국들의 유효 가청지역(effective range)은 100㎞ 정도의 거리에 한정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간당 75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터빈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가 하나의  지상방송국의 
가청지역내에 있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이 시간 간격은 일반적으로 뉴스 및 오락프로그램
들 대부분의 방송시간 보다 짧은 것이다.  지상 전송과 관련된 다른 문제는 항공기가 비행 경로를 따라 
비행함으로써, 항공기와 방송국간의 상대적인 거리(relative distance)가 변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호 강
도 및 전송 품질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더욱이, 원거리를 거쳐 수신될 수 있는 지상 전송에 있어서는 
지구 지평선의 블럭킹 효과 때문에 적절한 신호 수신이 방해받을 수 있다. 

1995년 12월 8일자로 에스. 조셉 캄파넬라에 의해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 제08/569,346호 및 계
류중인 것으로 위에서 밝힌 출원들에, 새로운 글로발 디지탈 방송 시스템이 기술되어 있다.   시스템은 
광역을  커버하는  3개의  인접한  하향  링크  스폿  빔들을  각각  가지는  3개의  정지  궤도상의  위성을 
사용한다.  의도하는 바 주요한 수신 방법은 수백 16킬로비트/초(kbps : kilobit per second)의 프라임 
레이트 채널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휴대용 라디오 수신기이다.   이 채널들은 오디오 또는 문자방
송들용으로 개별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나, 결합되어 초당 1.5∼2.0 메가비트/초(mbps) 정도로 넓은 디지
탈 스트림을 형성할 수 있다.  모드의 선택에 따라서, 이 방송들을 위한 상향 링크 신호들은 위성 커버 
면적내의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 하나의 중앙 허브(hub)로부터 또는 위성의 상향 링크 커버지역에 분포된 
다수의 개별 극소형 애퍼쳐 단말기(very small aperture terminal : VSAT)들로부터 송신될(originate) 수 
있다.  본 발명을 이루는 근원적인 사상은 이런 종류의 위성을 이용한(satellite-based) 디지탈 방송 시
스템이 선행 기술의 문제점 및 제한 없이 비행중인 항공기에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발명의 요약 

상기한 관점에 따라, 본 발명의 목적은 상당한 가청지역 제약, 신호 강도 변동 또는 지평선 블럭킹 문제
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공기 승객들에게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들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항공기 승객들이 다수의 상이한 프로그램들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원 채널들
을 이용해 항공기에 방송 프로그램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항공기 승객들에게 오디오 및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들을 기타 다른 형태의 정
보 전달 서비스들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특정 방송 프로그램들이 특정 항공기 또는 특정 항공기 그룹에만 수신될 수 있
도록, 그리고 특정 항공사들에 맞추어진 방송 프로그램들이 이들 회사에 의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
정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그리고 다른 목적들은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들을 비행중인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위성을 이용한 디지탈 방송 시스템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위성의 이용으로 달성되는 지리적 광역 가청범
위로 인하여, 항공기는 대부분의 형태의 생방송 프로그램을 끊김이 없이 수신할 수 있는 위성 방송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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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범위내에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머무를 수 있다. 더욱이, 위성과 항공기간의 원거리로 인해(특히 지구 
정지 궤도에 올라 있는 위성의 경우) 신호 강도 변동 및 지평선 블럭킹으로부터 오는 문제점들이 최소화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한 측면에 의하면, 본 발명은 항공기 승객들에게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상이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송신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지상 방송국 및 방송 프로그램들을 수신하여 재송신하기 위한 하나의 중계 위성을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중계 위성으로부터의 재송신은, 하향 링크내의 상이한 시분할 다중(TDM) 채널들로 송신된 상이
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시분할 다중 하향 링크를 통해 보내어 이루어진다.  방송 수신기가 항공기
내에 탑재되어 운반되며, 본래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하여 TDM 채널들을 디멀티플렉싱화하기 
위한 디멀티플렉서를 포함한다.  해당 방송 수신기는 오디오 및 비디오 방송을 모두 수신하고 재생함과 
동시에 다른 형태의 정보 전달 서비스들까지도 제공하기에 적합한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의 TDM 채널은 암호화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고, 해당 방송 수신기는 프
로그램이 하나의 특정 항공기 또는 항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수신되도록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복호화
(decrypt) 하기에 적합하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본 발명은 항공기 승객들에게 다수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온-보드(on-board) 방송 수신기를 지향한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들은 하향 링크내의 상이한 
TDM 채널들로 송신된 상이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TDM 하향 링크로 위성에 의해 수신기로 송신된다.  
이 방송 수신기는 TDM 하향 링크를 수신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반되는 위성안테나, TDM 하향 
링크를 복조하기 위하여 안테나에 결합된 하나의 복조기, 및 본래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하여 
TDM 하향 링크를 디멀티플렉싱하기 위한 복조기에 결합된 하나의 디멀티플렉서로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본 발명은 항공기 승객들에게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
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방법은 최소한 하나의 지상 방송국으로부터 중계 위성으로 다수의 상이한 방
송 프로그램들을 송신하는 단계와 ; 하향 링크 신호내의 상이한 TDM 채널들로 송신된 상이한 방송 프로그
램들을 하나의 TDM 하향 링크 신호로 중계 위성으로부터 비행중인 항공기에 재송신하는 단계와 ; 본래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하여 하향 링크 신호를 항공기내에서 수신하고 디멀티플렉싱하는 단계 ; 
로 구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여러 목적들, 장점들 및 새로운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시켜 아래의 상세한 설명을 읽
음으로써 더욱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미국과 및 유럽외의 주요 지역들을 커버하는 3개의 정지 위성을 이용하는 하나의 위성 이용 디지
탈 방송 시스템의 도면 ;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유형의 위성에 기초한 디지탈 방송 시스템이 오디오프로그램들, 정보 전달 서비스 
및 기타 상대적으로 낮은 대역폭 방송전송을 지구위를 비행중인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다이아그램 ;

도 3은 도 1에서 도시된 유형의 하나의 위성 이용 디지탈 위성 방송 시스템이 비디오 프로그램들 및 기타 
상대적으로 높은 대역폭 방송 송신을 지구위로 비행중인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다이아그램 ;

도 4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실시간 방송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설치될 수 있는 하나
의 온-보드 방송 수신기 및 다른 장비의 상세도이다.

전 도면에 걸쳐서, 동일한 도면 부호들은 동일한 부분들 및 부품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라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들을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은 앞서 언급된, 1995년 12월 8
일에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 제08/569,346호 및 앞에서 밝힌 다른 계류중인 출원들에 기술된 유
형의 위성 기초 디지탈 방송 시스템과 연관지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탈 방송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외의 지구상 주요 지역상에 위치한 세개의 정지궤도 위성들(10, 12 및 
14)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위성(10)은 라틴 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성(12)은 아프리카 및 중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성(14)은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 서비스를 제
공한다.  각 위성(10, 12 및 14)의 하향 링크 커버 지역은 세개의 인접한 스폿 빔들(spot beams)(16)로 
정의된다.  각 위성(10, 12 및 14)의 상향 링크 커버 지역(18)은 실질적으로 더 크며, 지표상의 방송국들
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정의한다.  도 1에서 명백하듯이, 각 위성(10, 12 및 14)의 세개의 인접 하향 
링크 스폿 빔들(16)에 의해 영향을 받는 커버 영역은 크기가 매우 크고, 항공기가 비행경로를 따라 나아
갈 때 여러 시간동안 위성의 하향 링크 커버 지역내에 머무르게 됨이 일반적일 것이다.  도 1에서 시스템
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하향 링크 송신은 방송 위성 서비스(BSS) 디지탈 오디오 방송(DAB)을 위하
여 할당된 1467∼1492 메가 헤르쯔(MHz) 주파수 대역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라디오 주파수(1100∼2000 
MHz)의 L-대역내이다.  방송국들(도시되지 않음)로부터 위성들(10, 12, 및 14)로의 상향 링크 송신은 X대
역인 7050∼7075 MHz 사이의 주파수들을 이용한다.

하나의 정해진 위성(10, 12, 또는 14)으로부터의 각 하향 링크 스폿 빔(16)은 빔 중심으로부터 4 데시벨
(dB) 다운된 출력 분포 영역(power distribution contour)내에서는 약 1400만 ㎢를 커버하고, 빔 중심으
로부터 8dB 다운된 영역내에서는 2000만 ㎢를 커버한다.  빔 중심 마아진(margin)은 -13dB/K의 수신기 이
득 대 온도비를 기초로 14dB이다.

도 2에 있어서, 다수의 VSAT 타입의 방송국들(20)로부터 발생된 상향 링크 신호들은 288개로 분리된 주파
수 분할 다중 접속(FDMA) 채널들(22)로 변조되어, 위성들중 하나에 송신된다.  위성(10)은 단지 예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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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것이고, 각각의 커버지역들에 위치한 방송국들에 의해 위성들(12 및 14)로 유사한 신호들이 송신
되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각 방송국들(20)은 자체 설비로부터 위성(10)으로 직접 상향 링크할 수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16 킬로비트/초(kbps) 프라임 레이트 인크리먼트(prime rate increments)를 하나의 
싱글 캐리어에 실을 수 있다.  상향 링크 전송을 위하여 FDMA 채널들(22)을 이용하는 것은 다수의 개별 
방송국들(20)간에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한다.  프라임 레이트 인크리먼트(PRIs)들은 비람직하게 채널 사
이즈를  위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본  빌딩  블럭(fundamental  building  block)  또는  기초 유닛
(rudimentary unit)이고, 더 높은 비트속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8 PRI들은 
결합되어 128kbps까지의 비트 속도로 프로그램 채널들을 만들 수 있다.

상향 링크 FDMA 채널들(22)와 하향 링크 캐리어-당-다중-채널(multiple-channel-per-carrier), 시분할 다
중(MCPC/TDM) 채널들(24)간의 변환은 베이스 밴드 수준에서 위성(10)내에서 달성된다.  방송국(20)에 의
해 전송된 각 프라임 레이트 채널은 개별 16kbps 베이스 밴드 신호들로 디멀티플렉스 된다.  개별 채널들
은 그 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향 링크 빔들(16)로 루팅(routing)되는데, 이들 각각은 단일 캐리어 주
파수에서 동작한다.  이 베이스 밴드 처리는 상향 링크 주파수 할당 및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 신호들간
의 채널 루팅이라는 측면에서 고수준의 채널 제어를 제공한다.  위성(10) 및 방송국들(20)과 관련된 더욱 
상세한 설명들은 상기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 제08/569,346호에서 찾을 수 있다.

위성(10)은 두개의 통신 페이로드(payload)들을 가진다.  "처리" 페이로드로 언급될 첫번째 
페이로드에서, 다위상 디멀티플렉서 및 복조기는 개별 FDMA 상향 링크 신호들(22)을 수신하여, 288개의 
FDMA 신호들의 데이터가 시간 다중화되는(time multiplexed) 하나의 복합신호(composite signal)를 만들
어서, 직렬 데이타의 고속 복조를 수행한다.  하나의 루팅 스위치가 선택적으로 직렬 데이터의 개별 채널
들을  모든  또는  몇몇의  하향  링크  스폿  빔들(16)로  지향시키거나(direct)  어떤  빔들로도  지향시키지 
않고,  나아가 변조하여 3개의 하향 링크 신호들을 저역 변환(downconvert)한다.   진행파 튜브 증폭기
(travelling wave tube amplifier)들은 L-대역 송신 안테나에 의해 지구로 방사되는 3개의 하향 링크 신
호들을 증폭한다.

위성(10)에 실린 두번째 타입의 통신 페이로드(이것은 도 2에서는 이용되지 않지만 도 3과 관련하여 아래
에서 설명됨)는 "트랜스 페어렌트"(transparent) 페이로드이며, 이것은 X 대역 상향 링크 스펙트럼내의 
주파수 위치로부터 L 대역 하향 링크 스펙트럼내의 주파수 위치로 상향 링크 디지탈 캐리어들을 변환시킨
다.  트랜스 페어렌트 페이로드를 위한 디지탈 캐리어 스트림이 방송국에서 만들어져 비디오 프로그래밍
과 함께 변조되어, 위성(10)에 송신되고 수신되어 하향 링크 주파수로 주파수 변환되며, 진행파 튜브 증
폭기에 의해 증폭되고, 하향 링크 빔들(16)중 하나로 송신된다.  상이한 하향 링크 캐리어 주파수들이 위
성(10)의 트랜스 페어렌트 페이로드 및 처리 페이로드를 위하여 이용된다.

도 2는 위성(10)의 처리 페이로드를 이용하여 오디오 방송들 및 다른 상대적으로 낮은 대역폭 정보 전달 
서비스들이 항공기(25)에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항공기(25)는 위성(10)에 의해 송신되
는 3개의 인접한 하향 링크 스폿 빔들(16)에 의해 정의되는 커버 지역내에서의 위치에서 지구상을 비행중
이다.  항공기(25)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은 FDMA 상향 링크(22)를 이용하여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방송국들(20)에 의해 위성(10)으로 송신된다.  위성(10)내의 처리 페이로드는 16kbps 프라임 레이트 
채널들을 하나의 지상 제어 설비(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결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향 링크 빔들(1
6)로 루팅한다.  방송국들(20)을 위한 프로그래밍 소스들은 국제 라디오 전송 서비스들(26)(VOA 또는 BBC
와 같은), 디지탈 오디오 방송(DAB) 서비스들(28), 정보 방송 서비스들(인터넷상에서 이용되는 포인트 캐
스트와 같은), 위성 페이징 서비스들(32), 음악 및 뉴스 프로그램들(34), 및 다른 서비스들(36)(주식시장 
시세, 기상예보, 긴급 상황 통보등)을 포함한다.  위성 페이징 서비스(32)는 항공기(25)를 전체적으로 호
출(paging)하고 승객 이름 및 그 승객을 위한 짧은 메시지를 나타내는 문자 숫자 정보를 송신함으로써 제
공될 수 있다.

방송 소스들(26∼36)은 각각 방송국들(20)중 한 곳과 연관될 수도 있고, 또는 소스들(26∼36)중 몇개가 
하나의 단일 방송국(20)으로부터 송신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각 방송국은 각각 16kbps인 프
라임 레이트 채널을 32개까지 송신할 수 있고, 시스템의 총 상향 링크 용량은 288 프라임 레이트 채널들
이다.  96 프라임 레이트 채널들이 각 하향 링크 빔(16)으로 송신하기 위하여 위성(10)에 의해 선택되고 
다중화된다.  각 방송국(20)에 의해 송신되는 채널들의 수는 포함된 방송 소스(또는 소스들)의 타입에 따
라 달라질 것이며, 단선율(monophonic) 음성 프로그램, 데이터 서비스등에는 하나의 단일 16kbps 채널로 
충분하다.  FM 품질의 단선율 음악은 두 16kbps 프라임 레이트 채널들을 이용하여 송신될 수 있다.  FM 
품위의 입체 음악은 4개의 16kbps 프라임 레이트 채널들을 이용하여 송신될 수 있고, CD 품위의 입체음악
은 8개의 16kbps 프라임 레이트 채널들을 이용하여 송신될 수 있다.  인용된 모든 비트 레이트는 MPEG 2, 
레이어 3 코팅(Layer 3 coding)을 이용하여 코드화된 오디오 소스용이다.

도 2에 도시된 구성에 있어서, 일부 하향 링크 채널들의 프로그램 콘텐츠는항공기 승객들 및 지상 청취자
들 모두에 공용될 수 있다.  이것은 항공기 승객들에게 그들이 가정에서 수신하는 것과 같은 라디오 프로
그램들, 스포츠 이벤트 및 기타 방송 프로그램들을 실시간으로 선택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
른 채널들은 특별히 항공기 승객들을 목표로 하는 광고 또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포함시킴으로써 항공기 
전용으로 특별히 패키지화(packaged)할 수 있다.  이 채널들은 소스들(26∼36)에 의해 암호화될 수 있고, 
그 후 항공기(25)내에 있는 수신장비에서 복호화될 수 있다.  암호화는, 하나의 항공회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항공기 승객들이 일반적으로 흥미가 끌리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항공회사들
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도 3은 위성(10)의 트랜스 페어렌트 페이로드가 비디오 프로그램들 및 다른 높은 대역폭 정보 전달 서비
스들을 항공기(25)에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방송 소스들은 일반적으로 생중계 스포
츠 이벤트, 생중계 뉴스 이벤트 또는 생중계 연극들로부터의 실시간 비디오 방송물(feed)로 구성된다.  
도시된 예에서, 방송 소스들은 월드컵 축구 경기(28), 올림픽 이벤트(40), 슈퍼 보울 풋볼 게임(42), 월
드시리즈 야구 게임(44), 및 록 콘서트(46)로부터의 라이브 비디오 방송물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방송 
소스는 또한 블럭(48)으로 표시된 [취임식, 국장(state funeral), 국왕 결혼식등과 같은] 중요한 뉴스 이
벤트로부터의 라이브 비디오 방송물로 구성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향 링크 전송(49)은 도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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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의 소형 VSAT 타입 방송국(20)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더 높은 대역폭에서 전송
할 수 있는 더 큰 허브(hub) 방송국들(50)로부터 발생된다.  현재 이용될 수 있는 압축기술들을 사용할 
경우, 1.5∼2.0 mbps의 대역폭이 완전한 동화상(full motion video)을 적정한 품질로 송신하기에 충분하
다.  희망하는 대역폭을 얻기 위하여,  다중 TDM 하향 링크 채널들용 대역폭이 방송국에서 결합된다.  예
를 들면, 만일 96 TDM 채널들의 대역폭이 결합되면, 종합 비트 레이트(aggregate bit rate)는 1.536 mbps
일 것이다.

도 4는 도 1에서의 위성들중 하나(10, 12 또는 14)를 통해 중계되는 방송프로그램들을 수신하고 재생하기 
위하여 항공기(24)에 실려있는 장비를 도시한 것이다.  TDM 하향링크 빔(16)은 항공기 동체 상부외면에 
장착된 안테나(52)에 의해 수신된다.  안테나(52)는, 각 위성에 의해 송신되는 세개의 다른 하향 링크 빔
들(16)과 연관된 캐리어 주파수들 사이로 수동 또는 [입력장치(53)를 통해] 자동으로 스위칭될 수 있는 
RF 프론트 엔드(front end)(54)에 연결된다.  RF 프론트 엔드(54)는 위성의 트랜스 페어렌트 페이로드와 
연관된 (다른 캐리어 주파수로 변조된) 모든 96 디지탈 캐리어들 뿐만 아니라 위성의 처리 페이로드와 연
관된 모든 96 TDM 채널들을 수신한다.  처리된 채널들은 출력이 1.536 mbps  베이스 밴드 신호인 하나의 
복조/동기화 유닛(56)으로 루팅된다.  트랜스 페어렌트 채널들은 출력이 역시 1.536 mbps 베이스 밴드 신
호인 비슷한 하나의 복조/동기화 유닛(58)로 루팅된다.  유닛(56)으로부터의 베이스 밴드 신호는 디멀티
플렉서(60)의 입력부에 인가되고, 디멀티플렉서는 96개의 16kbps 출력채널들(61)을 만들어낸다.  이들 채
널들은 블럭(62)에서 FEC 디코딩, 오디오 디코딩 및 복호화 된다.  채널들(61)은 단독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여러 품질 수준들의 오디오 방송을 재생하거나 정보 전달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결합되어 이
용될 수도 있다.  오디오 정보를 운반하는 채널들은 D/A 변환(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헤드폰이나 확성기
를 통하여 항공기 승객들에게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청 신호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대형 상
업용 항공기에는 이미 각 승객 좌석들에 출력부(65)를 가지는 오디오 분배 시스템(64)이 구비되며, 디코
딩된 오디오 채널들이 입력부(66)에서 이 시스템과 연결된다.   오디오 분배 시스템(64)은 또한 오디오 
테이프 시스템들 또는 다른 보조 오디오 소스들로부터 입력(68)을 수신할 수 있다.  

트랜스 페어렌트 하향 링크 채널들을 위한 복조/동기화 유닛(58)의 출력은 하나의 FEC 디코더/복호화 유
닛(72)의  입력부에  인가된다.   유닛(72)의  출력은  D/A  변환(도시되지  않음)이  된  디지탈  비디오 
신호이고, 항공기에 실려 있는 비디오 분배시스템(74)의 입력부(73)에 인가된다.  비디오 분배 시스템은 
또한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들과 같은 보조 비디오 소스들로부터 입력(75)을 수신한다.  비디오 분배 시
스템(74)으로부터의 출력들(76)은 항공기 객실 천장 가까이에 장착된 공유 비디오 모니터들 또는 프로젝
션 스크린에 연결되거나 각 승객 좌석에 설치된 각 LCD 타입의 개별 비디오 디스플레이들에 연결될 수 있
다.  비디오 분배 시스템(74)에 의해 수신된 비디오 프로그램의 오디오 부분은 선로(78)를 통하여 오디오 
분배 시스템(64)에 연결된다.  TDM 하향 링크의 처리된 채널들을 거쳐 운반된 정보 전달 서비스들이 항공
기의 비디오 분배 시스템(74)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채널들은 선로(80)들을 통해 
비디오 분배 시스템(74)에 연결된다.  이렇게 하여, 주식시세, 뉴스 보도 및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이 항
공기 승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항공기 안테나(52)는 L 대역에서 작동하므로, 이 대역에서 작동하는 다른 온-보드 수신 또는 송신장비와 
공용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NMARSAT 위성을 통해 작동하는 항공기 전화 설비들은 L 대역의 주파수들
을 이용한다.

도 1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각 스폿 빔(16)의 사이즈는 빔 직경을 가로지르는 항공기가 그 빔을 통과하
는데 여러시간 요구될 정도이며, 따라서 항공기 승객들을 위한 주요 방송 이벤트들이 끊김없이 수신되도
록 보장한다.  또한 하나의 위성과 연관된 두개(또는 심지어 세개 모두)의 스폿 빔들(16)에 동일 방송 프
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장시간의 비행 동안 연속성을 보장한다.  하나
의 정해진 위성에 의해 송신되는 스폿 빔들(16)이 상이한 캐리어 주파수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도 4의 
RF 프론트 엔드 유닛(54)의 캐리어 주파수는, 항공기(25)가 하나의 스폿 빔(16)으로부터 그 다음의 빔으
로 이동할 때, 입력부(53)를 통해(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스위칭될 수 있다.

라이브 음악, 토크 및 뉴스 채널들의 경우, 각 지역의 한 그룹의 항공사들이, 각 위성(10, 12 또는 14)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한 셋트의 채널들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채널들은 각 
참여 항공사에 특화된 프로그램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생방송 정보 채널들의 경우, 정보 전달 시스템
의 실시간 특성은 정보 콘덴츠(뉴스, 주가시세 등등)를 수시로 원하는대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업데이터는 여러 항공사들에 의해 공유되는 채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특
정 항공사들에게 예비된 채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유사하게, 광고는 참여항공사들에 
의해 선정될 수 있고, 공통 또는 독점 채널상에 올려질 수 있다.  항공사들은 그들의 승객들에게 무료로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선택된 방송 프로그램이 유료로 제공될 수 있고 크레
디트 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청구될 수 있다.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하였지만, 발명이 위의 상세한 설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대체 및 수정들이 상기 설명에서 제안되었거니와, 다른 형태들이 당업자들에 의해 착상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대체 및 수정들은 첨부된 청구항에서 정의된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된다는 것이 발명자들의 
생각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상이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송신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지상방송국과 ; 

상기 방송 프로그램들을 수신하고, 하향 링크내의 상이한 시분할 다중화(TDM) 채널들로 송신된 방송 프로
그램들중 상이한 것들에 대하여 시분할 다중화 하향 링크로 재송신하기 위한 하나의 중계 위성과 ;

상기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하여 상기 TDM 채널들을 디멀티플렉싱하기 위한 하나의 디멀
티플렉서를 포함하고, 항공기내에 탑재되어 운반되는 하나의 방송 수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항공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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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에게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 있어서, 상기 방송 수신기는 오디오 및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들 모두를 수신하여 재생하기에 적합
한,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의 상기 TDM 채널이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방송수신기는 
상기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복호화하기에 적합한,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 위성으로부터의 상기 재송신이 상기 항공기 비행경로의 최소한 하나의 부분을 
포함하는 스폿 빔내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릴레이 위성으로부터의 상기 재전송이, 상기 항공기 비행경로의 최소한 하나의 부
분을 집합적으로 포함하는 다수의 인접한 스폿 빔들내에서 일어나고, 최소한 하나의 상기 방송프로그램이 
하나 이상의 상기 스폿 빔들내에서 송신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인접한 스폿 빔들이 상이한 캐리어 주파수들을 가지며, 상기 방송 수신기가 
상기 캐리어 주파수들 사이에서 스위칭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 위성으로부터의 상기 재송신이 1100MHz∼20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수신기가 방송 프로그램들을 다수의 승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항공기 
탑재 승객 여흥 시스템에 연결된, 시스템.

청구항 9 

하나의 시분할 다중화(TDM) 하향 링크를 수신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재된 하나의 위성안테나와 ;

상기 TDM 하향 링크를 복조하기 위하여 상기 안테나에 연결된 하나의 복조기와 ;

상기 TDM 하향 링크를 디멀티플렉싱하여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하여 상기 복조기에 연결
된 하나의 디멀티플렉서를 포함하여 구성된, 하향 링크내의 상이한 TDM 채널들로 송신된 상이한 방송 프
로그램들에 대하여 TDM 하향 링크로 위성으로부터 전송된 다수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들을 항공기 승객
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 탑재 방송 수신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수신기가 오디오 및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들 모두를 수신하여 재생하기에 적
합한, 항공기 탑재 방송 수신기.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의 상기 TDM 채널이 하나의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며, 상기 방송 수
신기가 상기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복호화하기에 적합한, 항공기 탑재 방송 수신기.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수신기가 최소한 두개의 상이한 캐리어 주파수들간에 스위칭될 수 있는, 항공
기 탑재 방송 수신기.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수신기가 1100MHz∼2000MHz 범위의 캐리어 주파수로 하향 링크 송신을 수신하
기에 적합한, 항공기 탑재 방송 수신기.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수신기가 방송 프로그램들을 다수의 승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항공기 탑재 
승객 여흥 스템에 연결된, 항공기 탑재 방송 수신기.

청구항 15 

최소한 하나의 지상 방송국으로부터 다수의 상이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중계 위성으로 송신하는 단
계 ;

하향 링크내의 상이한 시분할 다중화(TDM) 채널들로 전송된 상이한 상기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하나
의 TDM 하향 링크 신호로, 상기 중계 위성으로부터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상기 방송 프로그램들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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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하는 단계와 ;

상기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재생하기 위하여 상기 하향 링크 신호를 상기 항공기내에서 수신하여 디
멀티플렉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들을 항공기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의 상기 TDM 채널이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기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복호화하는 단계가 더 포함되어 구성된,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 위성으로부터의 상기 재송신 단계가 상기 항공기 비행 경로의 최소한 하나의 
부분을 포함하는 스폿 빔에서 일어나는,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릴레이 위성으로부터의 상기 재송신단계가 상기 항공기 비행경로의 최소한 하나의 
부분을 집합적으로 포함하는 다수의 인접한 스폿 빔들에서 일어나고, 최소한 하나의 상기 방송 프로그램
들을 하나 이상의 상기 스폿 빔들내에서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 위성으로부터의 상기 재송신단계가 상이한 캐리어 주파수들을 가지며, 상기 
항공기 비행경로의 최소한 하나의 부분을 집합적으로 포함하는 다수의 인접한 스폿 빔들내에서 일어나고, 
항공기내에서 상기 하향 링크 신호를 수신하여 디멀티플렉싱하는 단계가 상이한 시간(times)에 상이한 상
기 캐리어 주파수들을 수신하고 디멀티플렉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 위성으로부터의 상기 재송신 단계가 1100MHz∼20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일어
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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