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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용 이동단말에서 음성통화시오디오신호를 처리하는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수 있는 이동단말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중 음성 호 접속이 요

구되는 경우 멀티미디어 방송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

단말에 있어서,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코드화된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수신부와, 상기 코

드화된 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음성처리부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

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리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분리된 오디

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오디오 신호와 영상신호를 각각 상기 스피커와 표시부에 제공하는 복호부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상기 복호부가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고,

상기 음성처리부로부터 상기 음성신호가 상기 스피커로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장치를 제공한

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 오디오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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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동단말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라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 발생 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 여부에 따

른 오디오 신호의 처리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라 음성통화를 위한 발신호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 여부에 따른 오디오신호의 처리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 중에 음성 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사

용자 설정에 따라 방송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음성통화 여

부에 따른 오디오신호 처리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요구 시 음성통화 여부에 따라 오디오

신호와 문자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수 있는 이동단말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중 음성 호 접속이 요

구되는 경우 멀티미디어 방송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이동단말의 멀티미디어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이동단말이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이 가능한 이동단말은 통상의 호 처리를 위한

수신부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부와 별개로 구성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이러한 이동단말

을 통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과 동시에 음성통화와 같은 통상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종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송 수신이 가능한 이동단말은 방송 수신 중에는 통상의 이동전화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의 2세대 이동통신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망에서는 하나의 이동국에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하나의 이동국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송 수신 중에 통상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송 수신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환경 하의 3세대 이동통신 망에서는 가입자가 사용중인 서비스의 중단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동시 서비스

가 가능하게 되고, 사용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송을 시청하면서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나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는 영상 신호 뿐만 아니라 오디오

신호도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방송 시청 중에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 방송 서비스의 오디오 신호와 통화 음성이 중첩되어

출력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기술은 방송 시청 중에 음성통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 시청을 완전히 중

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기술은 방송 시청 중에 호가 착신되는 경우 사용자가 방송을 계속하여 시청하고 싶

은 경우에도 음성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 시청을 포기하거나 음성통화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방송 시

청을 중단하지 않고 음성통화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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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오디

오 신호만을 묵음화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오디오

신호는 처리를 중지하고 영상 신호는 계속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방송 시청

을 중단하거나 오디오 신호의 처리만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음성통화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오

디오 신호 처리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오디

오 신호 처리를 중지하고 문자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

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단말에 있어서,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코드화된 신호

로 변환하는 무선수신부와, 상기 코드화된 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음성처리부

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리하

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분리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오디오 신호와 영상신호를 각각 상기 스피

커와 표시부에 제공하는 복호부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상기 복호부가 상

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고, 상기 음성처리부로부터 상기 음성신호가 상기 스피커로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단말에 있어서,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코드화된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수신부와, 상기 코드화된 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음성처

리부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

리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분리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오디오 신호와 영상신호를 각각 상기

스피커와 표시부에 제공하는 복호부와, 상기 음성통화 중에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

복호부가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고, 상기 음성처리부가 상기 음성신호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

여 구성되는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 영상신호와 문자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

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단말에 있어서,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코드화된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수신부와, 상기 코드화된 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

는 음성처리부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 영상신

호와 문자신호를 분리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분리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와 문자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영상

신호와 문자신호는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하고, 상기 오디오신호는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복호부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과 음성통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 상기 복호부가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고 상기 문자신

호를 복호하여 상기 표시부에 제공하고, 상기 음성처리부가 상기 음성신호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

성되는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단말에서 상기 오디오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리하는 과정과, 상기 분리된 오디오

신호와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오디오 신호와 영상신호를 각각 상기 스피커와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하는 과정

과,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중에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는 과정

과, 상기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

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단말에서 상기 오디오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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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음성통화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리하는 과정과, 상기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영상신호를 표시

부를 통하여 출력하고 상기 오디오신호는 복호하지 않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단말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하 상기 도1을 참조하여 본 발명과

관련된 이동단말의 구성 및 동작이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무선부(111)는 제어부(113)의 제어하에 안테나(ANT)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신호를 소정 신호로 변환하여 제어부(113)

로 전달하거나 또는 음성처리부(125)로 전달한다. 또한 무선부(111)는 음성 처리부(125)로부터 수신되는 코드화된 신호

를 무선신호로 송신하기 위한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여 안테나(ANT)로 출력한다. 상기 무선부(111)에서 제어부(113)로 출

력되는 신호는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및 페이징 신호 또는 데이터 통신 시 수신되는 데이터 또는 전력 제어를 위해 기지국

으로부터 이동단말로 수신되는 메시지가 된다. 또한 제어부(113)는 호의 설정 또는 전력 제어 및 데이터 송신 시의 송신할

데이터를 무선부(111)로 전달하여 기지국으로 송출한다. 그러므로 무선부(111)에서 음성처리부(125)로 출력되는 신호는

호가 설정된 이후에 수신된 코드화된 음성신호가 된다.

  제어부(113)는 이동단말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특히 본 발명과 관련하여 상기 제어부(113)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 수신 중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복호부(119) 또는 역다중화기(117)를 제어

하여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에 다중화된 오디오 신호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신부(115)는 영상신호, 오디오신호 및 부가신호 등이 다중화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영상신

호와 오디오신호 및 부가신호는 각각 독립된 패킷으로 압축부호화된 후 다중화되어 전송된다. 영상신호와 오디오신호는

H.264(MPEG4 p.10)이나 MPEG4 AAC와 같은 통상의 압축방식을 이용하여 압축부호화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부가신호

는 영상신호, 오디오신호 등과 관련된 자막데이터 등의 문자신호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기 부가신호는 문자신호로 표시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는 위성 및 갭충전장치(Gap Filler)로부터 송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가 될 수 있다. 또는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방송 신호나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 또는 주문형 오디오(Music On Demand: MOD 또는 Audio

On Demand: AOD)일 수도 있다. 설명의 편의상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인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될 것이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수신부(115)는 수신된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저잡음 증폭한 후 중간주파신호로 주파수 변환한다. 상기 중

간주파신호는 사용자가 키입력부(127)을 통해 지정한 수신 채널에 대응하는 확산코드에 의해 스펙트럼 역확산되고, 역확

산된 채널신호는 복조부에서 복조된다. 상기 복조된 채널신호는 역다중화기에 입력된다.

  상기 역다중화기(117)는 상기 수신부(115)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복조된 채널 신호를 오디오신호, 영상신호, 문자 신호로

분리한다. 분리된 오디오신호, 영상신호 및 문자신호는 복호부(119)에 입력된다.

  상기 복호부(119)는 오디오 복호부, 영상 복호부와 부가신호 복호부로 구성된다. 오디오 복호부는 부호화된 상기 오디오

신호를 복호하고 복호된 오디오신호를 음성처리부(125)로 출력한다. 영상 복호부는 부호화된 상기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영상처리부(121)을 통해 표시부(123)로 출력한다. 부가신호 복호부는 문자신호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가신호를 복호하고,

복호된 부가신호 중 문자신호를 영상 신호와 함께 영상처리부(121)를 통해 표시부(123)에 출력한다. 이때 상기 문자신호

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표시부(123)에 표시되지 않도록 제어부(113)에 의해 제어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복호부

(119)는 메모리부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음악 등 멀티미디어 신호를 복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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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처리부(125)는 무선부(111)로부터 출력되는 코드화된 음성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

력하거나 마이크(MIC)로부터 수신되는 전기적인 음성 신호를 코딩하여 무선부(111)로 전달하는 음성코덱을 포함하여 구

성된다. 또한 상기 음성처리부(125)는 상기 복호부(119)의 오디오 복호부로부터 출력되는 복호된 오디오신호를 스테레오

오디오신호로 변환하는 스테레오 코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상기 음성처리부(125)는 상기 음성코

덱과 스테레오 코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될 것이나, 상기 음성코덱과 스테레오 코덱을 모두 별개의 독립

적인 장치로 구성하거나, 상기 음성코덱을 상기 제어부에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변형하는 것도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단말이 스테레오 신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스테레오 코덱이 이동단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상처리부(121)는 상기 복호부(119)의 영상 복호부로부터 출력되는 복호된 영상신호를 표시부(123)에 표시하기 위한

화면 데이터로 변환하고, 상기 표시부(123)에 제공한다. 상기 표시부(123)는 상기 영상처리부(121)에서 출력되는 영상신

호를 화면으로 표시하고, 상기 제어부(113)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표시한다. 키입력부(127)는 키 매트릭스 구조

를 가지며, 다이얼링을 위한 숫자 키들과, 각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키들로 구성된다. 상기 키입력부(127)는 사용자

가 입력하는 키에 대응하는 키 신호를 발생하여 제어부(113)로 제공한다. 또한 키입력부(127)는 본 발명에 따라 디지털 멀

티미디어 데이터 수신 및 음성통화 요구를 위한 별도의 기능키를 구비하거나 또는 다기능 키로 구비한다. 한편, 상기 키입

력부(127)는 터치패드나 버츄얼 키보드 방식으로 구현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라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 발생 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 여부에 따

른 오디오 신호의 처리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이제 상기 도 1과 도 2를 참조하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중에

음성통화 요구가 있는 경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오디오 신호 처리를 중지하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211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착신호가 발생된 경우는 213단계

로 진행하고, 착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211단계를 반복한다. 상기 213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사용자가 설정

한 모드에 따라 벨소리, 진동 또는 램프 등을 이용하여 착신호가 발생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2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215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사용자로부터 통화키가 입력되었는지를 검사한다. 통화키가 입력된 경우는 사용자로

부터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19단계로 진행하고, 통화키 이외의 키가 입력된 경우에는 217단계로 진행하

고 입력된 키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통화키는 호연결을 지시하는 키이고, 상기 키입력부(127)상의 특정키

또는 모든 키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폴더형 휴대폰에서 폴더를 개방하는 동작에 의해 호연결이 이루어지는 경

우는 폴더 개방 동작을 통화키가 입력된 것과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통화키 입력 대신 착신호

수신을 음성통화 요구로 판단하도록 변형하는 것도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상기 219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는 현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여부를 검사한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 여부는 소정의 플래그를 사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이 가능함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상기 219단계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중으로 판단되는 경우 221단계로

진행하고, 방송 수신 중이 아닌 경우 22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221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는 역다중화기(117)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신호를 복호하지 않도록 복호부(119)를

제어한다. 그러나, 영상신호와 문자신호는 상기 복호부(119)에서 계속 복호되고, 영상처리부(121)를 통하여 표시부(123)

로 출력된다.

  한편,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상기 219단계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어부

(113)가 자동으로 상기 방송 신호 중 오디오신호의 처리를 중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하였으나, 사용자가 오디오신호

의 처리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즉, 표시부

(123)에 사용자에게 오디오신호의 처리 중지 여부를 묻고 키입력부(127)의 특정키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거나, 소

정의 특정키를 미리 할당하고 사용자가 오디오신호의 처리 중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사용자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오디오신호와 음성신호에 대하여 미리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오디오신호의 처리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제어부(113)가 복호부(119)를 제어하여 오디오신호의 처리를 중지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

명될 것이나, 역다중화기(117)에서 분리된 오디오신호가 복호부(119)에 출력되지 않도록 상기 역다중화기(117)를 제어하

도록 변형하는 것도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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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도록 복호부(119)를 제어한 상기 제어부(113)는 223단계에서 음성통화를 연결한다.

즉, 제어부(113)는 음성처리부(125)를 제어하여 무선부(111)로부터 출력되는 코드화된 음성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해 상기 음성신호를 출력하도록 한다. 음성통화가 연결된 후 제어부(113)는 225단계에서 음성통화

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는 227단계로 진행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225단계를 반복한다.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 제어부(113)는 상기 227단계에서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재개하도록 상기 복

호부(119)를 제어한 후 상기 절차를 완료한다.

  한편 상기 219단계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중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제어부(113)는 229단계에서 음성통화를

연결한다. 제어부(113)는 음성처리부(125)를 제어하여 무선부(111)로부터 출력되는 코드화된 음성신호를 전기적인 음성

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해 상기 음성신호를 출력하도록 한다. 음성통화가 연결된 후 제어부(113)는 231단계에서 음

성통화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231단계를 반복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는 상기 절차를 완료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라 음성통화를 위한 발신호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 여부에 따른 오디오신호의 처리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311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음성통화를 위한 발신호 요구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상기 발신호 요구는 사용자가

키입력부(127)를 통하여 음성통화하고자 하는 상대국을 지정하고 통화키를 입력하는 동작에 의해 수행된다. 발신호 요구

가 발생되는 경우 제어부(113)는 지정된 상대국으로 호를 발신하고 312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312단계에서 상기 상대국

으로부터의 응답을 검출한다. 제어부(113)는 상대국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는 상기 312단계를 반복하고, 상대국으로

부터의 응답이 검출되는 경우는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313단계로 진행한다. 그러나, 상기 311단계에

서 발신호 요구가 발생할 때를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313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여부를 검사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15단계로 진행하고, 방송 수신 중이 아닌 경우 32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315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는 역다중화기(117)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신호를 복호하지 않도록 복호부(119)를

제어한다. 그러나, 영상신호와 문자신호는 상기 복호부(119)에서 계속 복호되고, 영상처리부(121)를 통하여 표시부(123)

로 출력된다.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도록 복호부(119)를 제어한 상기 제어부(113)는 317단계에서 음성통화를 연결한다. 즉, 제

어부(113)는 음성처리부(125)를 제어하여 무선부(111)로부터 출력되는 코드화된 음성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

하고 스피커를 통해 상기 음성신호를 출력하도록 한다. 음성통화가 연결된 후 제어부(113)는 319단계에서 음성통화가 종

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는 321단계로 진행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319

단계를 반복한다.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 제어부(113)는 상기 321단계에서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재개하도록 상기 복호

부(119)를 제어한 후 상기 절차를 완료한다.

  한편 상기 313단계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중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제어부(113)는 323단계에서 음성통화를

연결한다. 제어부(113)는 음성처리부(125)를 제어하여 무선부(111)로부터 출력되는 코드화된 음성신호를 전기적인 음성

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해 상기 음성신호를 출력하도록 한다. 음성통화가 연결된 후 제어부(113)는 325단계에서 음

성통화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325단계를 반복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는 상기 절차를 완료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 중에 음성 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사

용자 설정에 따라 방송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가 발

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될 것이나, 음성통화를 위한 발신호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본 실시예를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411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착신호가 발생된 경우는 413단계

로 진행하고, 착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411단계를 반복한다. 상기 413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사용자가 설정

한 모드에 따라 벨소리, 진동 또는 램프 등을 이용하여 착신호가 발생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415단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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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415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사용자로부터 통화키가 입력되었는지를 검사한다. 통화키가 입력된 경우는 사용자로

부터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419단계로 진행하고, 통화키 이외의 키가 입력된 경우에는 417단계로 진행하

고 입력된 키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통화키는 호연결을 지시하는 어떠한 키의 입력이나 어떠한 동작으

로 변형될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상기 419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는 현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여부를 검사한다. 상기 419단계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중으로 판단되는 경우 425단계로 진행하고, 방송 수신 중이 아닌 경우 42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421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는 음성통화를 연결하고 423단계에서 음성통화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상기

423단계에서 음성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423단계를 반복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는 상기 절차를 완료

한다.

  한편, 상기 419단계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어부(113)는 425단계에

서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음성통화시 방송신호 처리 모드를 검사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음성통화시 방

송신호 처리 모드는 방송 수신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방송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TV OFF" 모드와 "오디

오 OFF" 모드로 분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TV OFF" 모드는 방송신호의 수신을 중지하고 음성통화만을 수행하는 모드

이고, "오디오 OFF" 모드는 방송신호 중 오디오신호의 출력은 중지하고 영상신호와 문자신호는 계속하여 표시부(123)에

표시하는 모드이다. 상기 음성통화시 방송신호 처리 모드는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되거나 또는 방송 수신 중 음성통화가

요구될 때 사용자의 직접 입력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상기 425단계에서 "TV OFF" 모드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27단계로 진행한다. 제어부(113)는 상기 427단

계에서 방송신호의 수신을 중지하고 421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상기 427단계에서 방송신호의

수신을 중지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나, 방송신호의 수신은 계속하고 역다중화기(117)나 복호부(119)를 제어하여 수신된

방송신호의 처리를 중지하도록 변형하는 것도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상기 425단계에서 "TV OFF" 모드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2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제어부

(113)는 상기 429단계에서 "오디오 OFF" 모드로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오디오 OFF"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431단

계로 진행하고 "오디오 OFF" 모드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421단계로 진행한다. 오디오 OFF 모드로 설정되지 않은 경

우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오디오신호와 음성통화의 음성신호가 모두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된다. 이때 상기 오디

오신호는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되고, 상기 음성신호는 이어폰을 통하여 출력되도록 구성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구성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상기 431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는 역다중화기(117)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신호를 복호하지 않도록 복호부(119)를

제어한다. 그러나, 영상신호와 문자신호는 상기 복호부(119)에서 계속 복호되고, 영상처리부(121)를 통하여 표시부(123)

로 출력된다.

  상기 제어부(113)는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도록 복호부(119)를 제어한 후 433단계에서 음성통화를 연결한다. 즉,

제어부(113)는 음성처리부(125)를 제어하여 무선부(111)로부터 출력되는 코드화된 음성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

환하고 스피커를 통해 상기 음성신호를 출력하도록 한다. 이제 제어부(113)는 435단계에서 음성통화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를 검사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는 437단계로 진행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435단계를 반복한

다.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 제어부(113)는 상기 437단계에서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재개하도록 상기 복호부(119)를 제어

한 후 상기 절차를 완료한다.

  지금까지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경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 여부에 따른 오디오신호

처리방법이 설명되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요구가 발생

하는 경우 음성통화 여부에 따른 오디오신호 처리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511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제어부(113)는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나

발신호가 검출되는 경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511단

계를 반복하고,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51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13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음성통화를 연

결하고 515단계로 진행한다. 제어부(113)는 515단계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요구가 있는지를 검사한다. 통상

적으로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요구는 사용자가 키입력부(127)의 소정의 키입력을 통하여 방송 수신을 지시함

으로써 발생된다. 상기 515단계에서 방송 수신 요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515단계를 반복한다. 한편 상기 515

단계에서 방송 수신 요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517단계로 진행하고, 수신부(115)를 통하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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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을 시작한다. 역다중화기(117)는 상기 수신된 방송 신호를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 및 문자신호로 분리한다. 여기서

이동단말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 중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방송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때는 상기 517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의 제어 하에 상기 방송 신호 처리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과정이 수행될 것이다.

  519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상기 역다중화기(117)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와 문자신호를 복호부(119)에서 복호하고 영

상처리부(121)를 통해 표시부(123)로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그러나 상기 복호부(119)는 제어부(113)의 제어하에 역다중

화기(117)에서 출력되는 오디오신호는 복호하지 않는다. 한편 제어부(113)는 음성처리부(125)를 제어하여 무선부(111)

로부터 출력되는 코드화된 음성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해 상기 음성신호를 출력하도록 한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음성통화를 먼저 연결하고 디지털 방송 수신 여부에 따라 오디오신호의 출력을 중지하는 경우만을

기재하고 있지만, 오디오신호의 출력을 중지한 후 음성통화를 연결하도록 변형하는 것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이제 제어부(113)는 521단계에서 음성통화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는 523단계로 진행

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521단계를 반복한다.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 제어부(113)는 상기 523단계

에서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음성통화시 방송신호 처리 모드를 검사한다. "TV OFF" 모드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는 527단계로 진행하고, 제어부(113)는 상기 527단계에서 방송신호의 수신을 중지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

는 상기 527단계에서 방송신호의 수신을 중지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나, 방송신호의 수신은 계속하고 역다중화기(117)나

복호부(119)를 제어하여 수신된 방송신호의 처리를 중지하도록 변형하는 것도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상기 523단계에서 "TV OFF" 모드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25단계로 진행한다. 제어부(113)

는 상기 525단계에서 중단되었던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재개하도록 복호부(119)를 제어하고, 상기 절차를 완료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요구시 음성통화 여부에 따라 오디오

신호와 문자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본 실시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중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될 것이나, 발신호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용이하게 변형될 수 있

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611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착신호가 발생된 경우는 613단계

로 진행하고, 착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611단계를 반복한다. 상기 613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사용자가 설정

한 모드에 따라 벨소리, 진동 또는 램프 등을 이용하여 착신호가 발생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6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15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사용자로부터 통화키가 입력되었는지를 검사한다. 통화키가 입력된 경우는 사용자로

부터 음성통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619단계로 진행하고, 통화키 이외의 키가 입력된 경우에는 617단계로 진행하

고 입력된 키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통화키는 호연결을 지시하는 어떠한 키의 입력이나 어떠한 동작으

로 변형될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상기 619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는 현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여부를 검사한다. 상기 619단계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621단계로 진행하고, 방송 수신 중이 아닌 경우에는 635단계로 진행한

다. 상기 635단계에서 상기 제어부(113)는 음성통화를 연결하고 637단계에서 음성통화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상기 637단계에서 음성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637단계를 반복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는 상기 절차를

완료한다.

  한편 상기 619단계에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어부(113)는 621단계에서 수신되는

상기 방송 신호에 문자신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문자신호는 영상신호나 오디오신호와

연관되는 제목이나 가사, 대사 등의 자막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621단계에서 문자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에는 627단계로 진행하고, 문자신호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62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23단계에서 제어부(113)는 현재

수신되는 문자신호가 표시부(123)에 표시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문자신호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표시부(123)에

표시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사용자가 문자신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제어부(113)는 복호부(119)를 제어하

여 문자신호를 복호하지 않거나 또는 복호부(119)에서 복호된 문자신호를 영상처리부(121)에서 표시부(123)에 제공하지

않도록 상기 영상처리부(121)를 제어할 수 있다.

  상기 623단계에서 문자신호가 표시부(123)에 표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627단계로 진행하고, 표시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는 62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25단계에서 제어부(113)는 복호부(119) 또는 영상처리부(121)를 제어하여 문자신호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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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123)에 표시되도록 하고, 62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27단계에서 제어부(113)는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도록

복호부(119)를 제어한 후 629단계에서 음성통화를 연결한다. 즉, 제어부(113)는 음성처리부(125)를 제어하여 무선부

(111)로부터 출력되는 코드화된 음성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해 상기 음성신호를 출력하도록

한다. 이제 제어부(113)는 631단계에서 음성통화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는 633단계로

진행하고, 음성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상기 631단계를 반복한다.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 제어부(113)는 상기 633

단계에서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재개하도록 상기 복호부(119)를 제어한 후 상기 절차를 완료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

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과 동시에 음성통화를 하고자 할 경우 방송 신호에

방해받지 않고 음성통화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중

에 불가피하게 음성통화를 해야 할 경우 방송을 계속 보면서 음성통화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

자가 음성통화를 하면서도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단말에 있

어서,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코드화된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수신부와,

  상기 코드화된 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음성처리부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리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분리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오디오 신호와 영상신호를 각각 상기 스피커와 표시부에 제

공하는 복호부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복호부에서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가

중지되고, 상기 음성처리부로부터 상기 음성신호가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되도록 제어함과 더불어 상기 음성통화의

종료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가 재개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

되는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도록 상기 복호부를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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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중에 음성통화가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오디오신호가 상기 복

호부에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상기 역다중화기를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 시 소정의 통화키 입력이 있으면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음성통화를 위한 발신호 요구가 있으면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음성통화를 위하여 지정된 상대국으로 호를 발신하고, 상기 상대국으로부터 응답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

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는 압축 부호화된 문자신호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역다중화기는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

호로부터 상기 문자신호를 분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되고 상기 문자신호가 상기 표시부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복호부에

서 상기 문자신호가 복호되어 상기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는 중에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중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등록특허 10-0526554

- 10 -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을 차단하는 경우를 더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이동단말.

청구항 11.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소정의 키입력을 통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12.

  제 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단말에 있

어서,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코드화된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수신부와,

  상기 코드화된 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음성처리부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리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분리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오디오 신호와 영상신호를 각각 상기 스피커와 표시부를 통

하여 출력하는 복호부와,

  상기 음성통화 중에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복호부에서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

호가 차단되고, 상기 음성신호가 상기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도록 제어함과 더불어 상기 음성통화의 종료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가 재개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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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어부는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도록 상기 복호부를 제어함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오디오신호가 상기 복호부에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상기 역다중화기를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는 압축 부호화된 문자신호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역다중화기는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

호로부터 상기 문자신호를 분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음성통화 중에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요구가 발생하고 상기 문자신호가 상기 표시부

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복호부에서 상기 문자신호가 복호되어 상기 표시부를 통해 출력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19.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음성통화 중에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

기 오디오신호의 복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을 차단하는 경우를 더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이동단말.

청구항 21.

  제 19항 또는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소정의 키입력에 의해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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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9항 또는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 영상신호와 문자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

단말에 있어서,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코드화된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수신부와,

  상기 코드화된 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음성처리부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 영상신호와 문자신호를

분리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분리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와 문자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영상 신호와 문자신호는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

하고, 상기 오디오신호는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복호부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과 음성통화 요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기 복호부에서 오디오신호의 복호가

중지되고, 상기 음성신호가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도록 상기 복호부를 제어함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오디오신호가 상기 복호부에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상기 역다중화기를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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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어부는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 시 소정의 통화키 입력이 있으면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28.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음성통화를 위한 발신호 요구가 있으면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29.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음성통화를 위하여 지정된 상대국으로 호를 발신하고, 상기 상대국으로부터 응답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

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30.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과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

라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 중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을 차단하는 경우를 더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이동단말.

청구항 32.

  제 30항 또는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소정의 키입력을 통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33.

  제 30항 또는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단말.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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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단말에서

상기 오디오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리하는

과정과,

  상기 분리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오디오 신호와 영상신호를 각각 상기 스피커와 표시부를 통

하여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중에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중지하는 과정과,

  상기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

하는 과정과,

  상기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재개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음성통화를 위한 착신호 시 소정의 통화키 입력이 있으면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6.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음성통화를 위한 발신호 요구가 있으면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7.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음성통화를 위하여 지정된 상대국으로 호를 발신하고, 상기 상대국으로부터 응답신호 수신시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8.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가 압축 부호화된 문자신호를 포함하

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문자신호가 상기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문자신호가 상기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되고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문자신호를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분리하고 복호하여 상기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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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 34항 또는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중에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을 차단하는 경우를 더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소정의 키입력을 통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2.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압축 부호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동단말에서

상기 오디오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전기적인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음성통화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를 수신하고, 상

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다중화된 오디오신호와 영상신호를 분리하는 과정과,

  상기 영상신호를 복호하고 상기 복호된 영상신호를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하고 상기 오디오신호는 복호하지 않는 과정과,

  상기 음성통화가 종료된 경우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를 재개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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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음성통화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가 압축 부호화된 문자신호를 포함하

는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문자신호의 상기 표시부를 통한 출력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문자신호가 상기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되고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문자신호를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로부터

분리하고 복호하여 상기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6.

  제 44항 또는 제 4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음성통화 중에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 수신 요구가 발생되는 경우 상기 오디오신호의 복호

여부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상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신호의 수신을 차단하는 경우를 더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48.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소정의 키입력을 통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9.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선택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0.
삭제

도면

등록특허 10-0526554

- 17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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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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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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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526554

- 21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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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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