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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 이동 통신기를 통한 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 제어 방법

요약

휴대폰, PCS, 쌍방향 무선 호출기, 휴대 위성전화 및 IMT2000등과 같은 개인 휴대 통신기기가 보급되어 
가면서 이를 통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상용화되어있다.    그
런데 이러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이 편리한 면도 있지만 국가 보안 기관, 국공립 연구소, 민간 연구소 및 
개발실등에서 국가 기밀 및 회사 비밀 자료들이 제재없이 전송될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발명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내 및 통로 부착형 신호 발생기를 두고 이 신호를 수신한 휴
대 통신 기기는 음성 신호는 전송할수 있지만 영상 및 데이터의 전송을 할수 없도록 차단하는데 있다.    
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러한 신호 발생기를 두어 그 지역내에서는 휴
대 통신 기기를 통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고, 전송이 필요한 경우 신호 발생기에서 정상 동작 
신호를 발사하거나 신호 발생기의 전원을 꺼게 되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도록 하게 한다.

전송 금지 구역을 벗어나면 휴대 통신 기기는 자동으로 정상 동작하게 하여 통상적인 영상 및 데이터 전
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전체 구성도

도2는 실내 신호 발생 장치

도3은 휴대 통신 기기의 상세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휴대폰, PCS, 쌍방향 무선 호출기, 휴대 위성전화 및 IMT2000등과 같은 개인 휴대통신 기기가 보급되어 
가면서 이를 통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상용화되어있다.    그
런데 이러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이 편리한 면도 있지만 국가 보안 기관, 국공립 연구소, 민간 연구소 및 
개발실등에서 국가기밀 및 회사 비밀 자료들이 제재없이 전송될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발명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내 및 통로 부착형 신호 발생기를 두고 이 신호를 수신한 휴
대 통신 기기는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할수 없도록 차단하는데 있다.

휴대 통신 기기를 통한 영상 및 데이터의 무선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이용하여 국가 기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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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및 개발 내용, 회사의 중요 정보등을 아무런 제재없이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를 방
지하기 위한 종래 기술은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출입하는 통로에서 휴대 통신 기기가 실내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알리는 신호를 발생하는 통로 신호 
발생기와 실내의 신호 발생기에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는 신호를 발사하면 실내에 들어온 사실
이 인식된후 이 신호를 검출한 휴대 통신기기는 자동으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게 되는데 금지하
는 방법은, 데이터 및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컴퓨터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입
력하는 부분, 비디오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등과 같은 외부 영상 기기와 연결하기 위해 영상을 입력하
는 부분 그리고 내장된 카메라로부터 출력되는 부분을 스위치 또는 멀티플렉서를 이용하여 차단하거나 음
성, 영상 및 데이터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서에서 영상과 데이터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멀티플렉서를 구동하
는 방법등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도1에서와 같이 통로의 안쪽에 설치되어 휴대 통신 기기에게 실내로 들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발생하는 통로 부착형 실내 신호 발생기(100)와, 휴대 통신 기기에게 실외로 나왔다는 것을 알리
는 신호를 발생하는 통로 부착형 실외 신호 발생기(200)와,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실내에 설치되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신호와 정상 동작 신호를 발생하는 실내 신호 발생기(300)와 
실내로 들어왔다고 인식되었을 경우에만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거나 정상동
작되는 휴대 통신 기기(400)로 구성되어진다.    통로 부착형 실내 및 실외 신호발생기(100과200)는 단순
한 신호 발생기로써 휴대 통신 기기가 데이터 전송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 왔는지 아니면 금지 구역 밖으
로 나갔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각각 다른 신호를 발생한다.    한편 실내에 설치되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신호와 정상 동작 신호를 발생하는 실내 신호 발생기(300)는 도2와 같이 구성되는데 입력 장치(30
1)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신호 또는 정상 동작 신호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컨트롤러(302)에
서 이 신호에 따라 표시 장치(304)를 구동하여 현재 실내가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구역인지 영상 및 
데이터 전송가능 구역인지를 실내에 있는 사용자에게 알리며 또한 신호발생부(303)를 구동하여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신호 또는 정상 동작 신호를 발생하게 한후 이를 RF변환 및 증폭부(305)를 통해 RF신호
로 변환되고 중폭된후 안테나(306)을 통해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한편 도3은 휴대 통신 기기(400)의 
상세 블록도인데, 사용자가 실내로 이동할 경우에 통로의 안쪽으로 설치된 통로 부착형 실내 신호발생기
(100)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신호 검출부(401)에서 검출하면 이를 컨트롤러(402)에게 알리게 되고 컨트
롤러(402)는 현재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장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내부의 메모리에 기억하게 된
다.    반대로 사용자가 바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통로의 바깥쪽으로 설치된 통로 부착형 실외 신호발생
기(200)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신호 검출부(401)에서 검출하여 이를 컨트롤러(402)에게 알리게 되고 컨
트롤러(402)는 현재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이 금지된 장소에서 나와 일반적인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내부의 
메모리에 기억하게 된다.    

이제 휴대 통신 기기가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구역내에 들어오면 실내 신호 발생기(300)로부터 발생
되는 신호를 신호 검출부(401)에서 검출하여 컨트롤러(402)로 입력하게되는데 이때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신호'가 검출되면 컨트롤러(402)는, 영상 입력단(403)을 통해 입력되는 영상 신호와 내장된 카메라
(414)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신호를 차단하고 접지를 선택하도록 멀티플렉서1(404)를 구동하고 또한 데이
터 입력단(405)을 통해 입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차단하고 접지를 선택하도록 멀티플렉서2(406)를 구동
하고, 입력장치(413)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모드를 선택하더라도 마이크(407)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을 증폭부(408)에서 증폭한후 D/A변환기(409)를 통해 디지탈로 변환한후 음성압축부(410)를 거쳐 압축된 
디지털 음성 신호만을 선택하도록 멀티플렉서3(411)를 구동한다.    이제 멀티플렉서3(411)에서 출력되는 
디지탈 신호는 휴대 통신 송신부(412)를 통해 전송된다.    

한편 '정상 동작 신호'가 검출되거나 검출되는 신호가 없으면 컨트롤러(402)는, 멀티플렉서1(404)은 사용
자가 선택한 영상 입력단(403) 및 내장된 카메라(414)를 선택하도록 하고, 멀티플렉서2(406)는 데이터 입
력단(404)을 선택하도록 하고 멀티플렉서3(407)는 사용자가 선택한 음성, 영상 및 데이터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구동하고 이 신호를 휴대 통신 송신부(412)를 통해 전송하게 한다.

    발명의 효과

휴대폰, PCS, 쌍방향 무선 호출기, 휴대 위성전화 및 IMT2000등과 같은 개인 휴대 통신기기를 통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보안 기관, 국공립 연구소, 민간 연구소 및 개발실등에서 국가 기밀 
및 회사 비밀 자료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전송될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로의 안쪽에 설치하여 실내로 들어 왔다는 신호를 발생하는 통로 부착형 실내 신호 발생기(100)와, 통
로의 바깥쪽에 설치하여 실외로 나왔다는 신호를 발생하는 통로 부착형 실외 신호 발생기(200)와, 실내에 
설치되어 휴대 통신 기기의 영상 및 데이터전송을 가능 또는 금지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실내 신호 발생기
(300)와, 실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후 이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이 금지되거나 
정상 동작하는 휴대통신기기(400) 

청구항 2 

제1항에서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신호가 검출되었을 때 영상 입력단(403) 및 내장된 카메라(414)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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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출력되는 신호를 차단하는 멀티플렉서1(404)과 데이터입력단(405)을 차단하는 멀티플렉서2(406)를 갖
는 휴대 통신 기기 

청구항 3 

제 1항에서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금지 신호가 검출되었을 때 음성, 영상 및 데이터중 음성만 선택하고 영
상 및 데이터를 차단하는 멀티플렉서3(411)를 갖는 휴대통신 기기 

청구항 4 

제1항에서 통로의 안쪽에 설치하여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통로 부착형 실내 
신호 발생기(100)와, 통로의 바깥쪽에 설치하여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통
로 부착형 실외 신호 발생기(200)와, 이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영상 및 데이터 전송이 금지되거나 정상 
동작하는 휴대통신기기(400)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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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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