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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

요약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방송 정보를 송신하고 각 무선 단말기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예약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각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한 수순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공급 시스템 및 무선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무선 단말기와의 사이에서 적어도 1개의 제어 채

널을 통해 제어 정보를 교신하고, 무선 단말기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교신하는 적어도 1개의 무선

기지국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으로써 기지국은 제어 채널에 시스템 정보, 동보 프레임에 관한 송신 조건을

정의한 동보 제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제어 채널 송신 회로,트래픽 채널에 사용자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복수의 트래픽

채널 송신 회로 및 동보 제어 정보로 정의된 특정한 채널에 송신 조건에 따라 불특정의 무선 단말기에 의해 수신가능한 방

송 정보를 포함한 동보 프레임을 송신하기 위한 동보 채널 송신 회로로 이루어지는 구성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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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성하는 것에 의해, 무선 단말기 또는 이동 단말기의 각 사용자에게 간편하고 저렴하게 방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제어 채널 송신 회로, 제어 프레임, 동보 프레임, 서브 프레임, 이동 단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2는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제어 프레임의 포맷의 1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동보 프레임의 포맷의 1예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상기 동보 프레임의 헤더부의 구성의 1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의 1실시예에 있어서,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 사이에 형성되는 무선 채널의 구

성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기지국의 구성의 1예를 도시한 블럭도,

도 7은 이동 단말기의 구성의 1예를 도시한 블럭도,

도 8은 기지국의 송신 회로의 상세를 도시한 블럭도,

도 9는 기지국의 수신 회로의 상세를 도시한 블럭도,

도 10은 이동 단말기에서 형성되는 콘텐츠 안내 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이동 단말기에서 형성되는 콘텐츠 예약 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에 의해 실행되는 방송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1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

도 13은 도 12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암호 해독키 취득처리 루틴150의 상세를 도시한 흐름도,

도 14는 사용자로부터의 콘텐츠 예약 요구에 응답해서 이동 단말기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1실시예를 도시한 흐름

도,

도 15는 사용자로부터의 방송 정보 출력 요구에 응답해서 이동 단말기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1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콘텐츠 공급 시스템

20 : 통신 프로바이더 시스템

30 : 무선 통신 장치

40 : 내부 버스

50 : 기지국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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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이동 단말기

70 : 내부 버스

80 : 기억 장치

100 : 제어 프레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 공급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방송 정보를 송신하고, 각

무선 단말기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예약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통신 회선을 이용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각 단말기 사용자가 수신지장치와의 사이에 개별의 쌍방향 회선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원하는 정보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단말기 장치와 인터넷 접속장치 사

이에 쌍방향 회선을 설정하면, 임의의 웹에서 정보를 인출하여 단말기 장치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의 통신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정보 제공 장치를 액세스 하기 위해서는 각 단말기 사용자가 단말기 장치와 상

기 정보 제공 장치 사이에 통신 회선을 설정하기 위한 복잡한 통신 수순을 실행할 필요가 있고,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때까

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단말기로의 정보의 송신은 각 사용자 단말기마다 확립된

전용의 통신 채널을 통해 실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 입수에 필요한 통신 요금이 고액으로 된다는 문제가 있다.

상술한 문제는 휴대전화나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등의 무선 통신 시스템의 단말기 장치가 무선 채널을 통

해 정보 제공 장치를 액세스하는 경우에 특히 현저하게 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 탑재용 라디오(car radio)에 대해, 도로의 혼잡 상황을 나타내는 트래픽 정보 등의 알림(報知) 정

보를 방송하는 정보 알림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면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10-22951호에서는 송신기에서 각각이 ID헤

더, 복수의 정보 요소로 분할된 정보데이타 및 EOF로 이루어지는 여러 군의 알림 정보를 주파수 변환하여 반복해서 방송

하고, 수신기측에서 수신한 모든 정보군을 메모리에 기억하고, 시청자가 조작 패널에 의해 선택한 구분의 정보군을 메모리

에서 판독하고, 주파수 역변환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것에 의해, 시청자가 방송 시간대에 관계없이 알림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 구성이 공지로 되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각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한 수순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공급 시스템 및 무선 통

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지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에 대해, 전지의 소모를 가능한한 억제하여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보 공급 시스템 및 무선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단말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자신에게 편리한 타이밍에서 참조가능한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

및 무선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유료 정보에 대한 과금(課金)에 적합한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 및 무선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정보를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로 효율좋게 공급할 수 있는 무선 기지국 및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를 효율좋게 수신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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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정보 공급 시스템은 복수의 무선 단말기 사이에서 적어도 1개의 제어 채널을 통해

시스템 제어 정보를 교신하고, 각 무선 단말기에 할당된 트래픽(traffic) 채널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교신하는 무선 기지국

을 이용한다.

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무선 기지국은 상기 제어 채널에 시스템 제어 정보와 동보(同報:broadcast) 프레임에 관한 송신 조

건을 정의하는 동보 제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제어 채널 송신 회로 및 상기 동보 제어 정보로 정의된 특정의 채널로 상기

송신 조건에 따라 불특정의 무선 단말기에 의해 수신가능한 방송 정보를 포함한 동보 프레임을 송신하기 위한 동보 채널

송신 회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사용한 셀룰러 시스템(celluler system)의 경우, 무선 채널은

송신 정보의 스펙트럼 확산에 사용되는 확산 코드에 따라 특정할 수 있다. 송신측에서 임의의 확산 코드에 의해 스펙트럼

확산된 송신 신호는 수신측에서 동일한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역확산한 경우에만 수신가능하다. 따라서, 무선 기지국에서

각 단말기로 동보 채널에서 사용한 확산 코드나 전송속도 등의 채널정보를 미리 통지할 수 있으면, 모든 단말기가 동보 채

널의 송신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어 채널로 송신하는 동보 제어 정보에 따라 각 단말기로 동보 채널의 채널정보를 통지하는 것에 의해,

기지국 셀 내에 위치하는 모든 단말기가 방송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셀룰러 시스템 등의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인프라(infrastructure)를 이용하여 각 무선 기지국에서 방송 정보를 송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무선 기

지국의 커버영역에 따라 지역적으로 특징이 있는 방송 정보를 무선 단말기로 공급할 수 있다. 무선 기지국에서 동일 내용

을 갖는 동보 프레임을 주기적으로 여러회 방송하고, 각 무선 단말기가 전송 에러에 의해 정상수신할 수 없었던 방송 정보

를 다음 동보 프레임에서 재차 수신하는 것에 의해, 신뢰성이 높은 정보 공급(information delivering)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상기 동보 제어 정보가 동보 채널(확산 코드) 지정 정보이외에, 동보 프레임의 송신 시간을 나타내

는 정보를 포함하고, 각 동보 프레임이 각각 다른 방송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서브 프레임과 상기 각 서브 프레임의 콘텐

츠(방송 정보)에 관한 안내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 헤더로 구성된 것이다. 상기 각 서브 프레임은 예를 들면, 서브 프레임

헤더, 방송 정보 블럭을 포함하는 복수의 정보 패킷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각 무선 단말기는 제어 채널에 의해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제어 채널 수신 회

로, 상기 제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동보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동보 채널에서 상기 동보 프레임을 수신하고 동보

프레임 헤더가 나타내는 안내 정보에 따라 상기 동보 프레임 중의 특정의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기 위한 동보 채널 수신 회로,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방송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기억 장치 및 상기

기억 장치에 축적된 방송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장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상기 동보 프레임 헤더가 안내 정보로써 각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의 특징, 예를 들면

콘텐츠 명칭과 상기 각 서브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을 나타내는 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각 무선 단말기가 수신해야 할 방송

정보를 지정하기 위한 입력 장치 및 상기 동보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를 수신한 후 상기 지정된 방송 정보를 포함하는 서브

프레임이 송신될 때까지의 기간, 동보 채널 수신 회로로의 전원 공급을 정지(休止)하기 위한 전원 제어 장치를 구비하는 것

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어 채널에서 동보 프레임의 송신 시각을 예고하는 것에 의해 각 단말기는 다음 동보 프레임의 선두가

도래할 때까지 동보 채널의 수신 회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 각 단말기가 미리 사용자가 예약한 방송 정보의 식별자를

기억해 두고, 프레임 헤더의 수신을 완료한 시점에서 동보 채널 수신 회로를 일단 정지상태로 하고, 상기 예약된 방송 정보

를 포함하는 목적 서브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에서 동보 수신 회로를 기동시키는 것에 의해 전지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무선 단말기는 동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방송 정보가 암호화 되어 있던 경우, 방송 정보 공급 시스

템과 자동적으로 교신하고, 암호화 방송 정보의 해독에 사용하는 해독키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것을 또 다른 특

징으로 한다.

상기 동보 채널과 같이 복수의 단말기에 공통인 채널을 이용한 정보 공급 시스템에서는 공급 정보(distributive

information)에 대한 과금 방법이 문제로 되지만, 유료 정보를 암호화하고 또한 동보 채널과는 다른 쌍방향 채널을 사용하

여 각 단말기마다 해독키를 배포하도록 하면,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측에서 유료방송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과금

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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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에 있어서, (10)은 방송 정보로 되

는 각종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콘텐츠 공급 시스템, (20)은 공중 네트워크 또는 전용선 등으로 이루어지는 통신망(1)을

통해 상기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에 접속된 통신 프로바이더(provider)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통신 프로바이더

시스템(20)은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에서 수신한 방송 정보를 무선 통신 장치(30)을 통해 복수의 사용자 단말기, 예를 들

면 이동 단말기MS60((60A)∼(60N))으로 방송한다.

본 발명은 셀룰러 시스템 등의 기존의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송 정보를 공급하는 것으로써, 상기 통신 프로바이

더 시스템(20)은 셀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무선 기지국 BS에 조립된다. 도 1에서는 1개의 방송 정보 프로바이더 시

스템(20)만 도시하고 있으나, 실제의 응용에서는 상기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에서 편집된 방송 정보가 통신망(1)과 상기

통신망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동 교환기 및 무선 기지국 제어 장치을 통해 복수의 무선 기지국 BS로 배포된다. 상기 방송

정보는 각 무선 기지국 BS에 부수한 통신 프로바이더 시스템(20)의 기억 장치에 축적되고, 무선 기지국 BS의 무선 통신 장

치를 통해 무선 단말기로 방송된다.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에서는 처리 장치(11)에 접속된 입력 장치(12)와 디스플레이 등의 출력 장치(13)을 사용하여 방송

해야 할 콘텐츠 정보의 입력과 편집 조작이 실행된다. 편집된 콘텐츠 정보는 기억 장치(14)에 일시적으로 기억된 후 통신

장치(15)에서 통신 회선(1)로 송신되어 각 프로바이더 시스템(20)으로 공급된다.

각 통신 프로바이더 시스템(무선 기지국 BS)(20)에서는 상기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에서 송신된 콘텐츠 정보를 통신 장

치(26)에 의해 수신하여 기억 장치(24)에 축적한다. 상기 기억 장치(24)에 기억된 콘텐츠 정보는 타이머(25)에 의해 제어

되는 소정의 방송 스케줄에 따라 무선 통신 장치(30)의 안테나(31)에서 방송 정보로써 방송된다. 또한, 기억 장치(24)에 기

억된 콘텐츠 정보는 필요에 따라 입력 장치(22)로부터의 조작자의 조작에 의해 출력 장치(23)로 출력되어 체크 또는 편집

이 부가된다.

본 발명에서는 셀룰러 무선 기지국 BS에서 이동 단말기(60)로 향하는 다운링크(down link)의 트래픽 채널 중의 1개를 동

보 채널로서 사용하고, 이 동보 채널에 의해 방송 정보를 송신하는 것에 의해서 단일의 물리 채널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무

선 단말기로 동시에 방송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동보형 정보 서비스는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도 검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제안에는 이르고 있지 않다. 본 발

명은 물리적으로 모든 단말기가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다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특성을 살려 현상의 패킷 통신을 더욱

확장하는 것에 의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비교적 정보량이 많은 동보 콘텐츠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사용하는 무선 단말기(60)으로서는 셀룰러 시스템 등의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기존의 이동 단말기에 동보 채널에 의해 송신되는 방송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기능, 최종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식

별자를 예약하기 위한 기능, 방송 정보 중에서 예약된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수신하여 기억 장치에 축적하기 위한 기능 및

최종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축적된 콘텐츠를 출력하기 위한 기능을 부가한 것이 사용된다.

본 발명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1개의 동보 프레임으로 각각이 비교적 많은 정보량을 갖는 여러 종류의 콘텐츠 정보를

방송한다. 상기 동보 프레임은 각 기지국 BS에서 반복해서 송신되지만, 방송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동보 프레임의 반복 주

기는 비교적 길어진다.

도 2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각 기지국 BS에서 송신되는 제어 프레임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어 프레임(100)은 통상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에서 이동 단말기로 송신해야 할 시스템 정보(101) 이외에,

본 발명에 특유의 제어 정보로써 동보 채널을 특정하기 위한 동보 채널 파라미터(102)와 다음 동보 프레임의 송신 시각(이

하, 동보 시각이라 한다)(103)을 나타내는 동보 제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도 3은 상기 동보 채널 식별자(102)에 의해 지정된 다운링크 채널(이하, 동보 채널이라 한다)에서 상기 송신 시각(103)으

로 송신이 개시되는 동보 프레임(200)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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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 프레임(200)은 프레임 헤더(210)과 복수의 서브 프레임(220)((220A)∼(220K))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서브 프레임마다 다른 종류의 콘텐츠 정보를 송신한다. 도시한 예에서는 1개의 동보 프레임(200)에서 K종류의 콘텐츠 정

보가 동보정보로써 서비스된다. 서브 프레임(220A)∼(220K)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종류는 프레임 헤더(210)으로 표시된

다.

각 서브 프레임(220)의 선두에는 서브 프레임의 개시와 상기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콘텐츠 정보의 식별자를 나타내는

서브 프레임 헤더(221)이 위치하고 있다. 상기 서브 프레임 헤더(221)의 뒤에는 여리개의 패킷(222)((222A)∼(222L))이

이어지고, 서브 프레임의 최후에는 서브 프레임(220)의 종료를 나타내는 종료 플래그(224)가 위치하고 있다. 각 패킷

(222)에는 패킷단위로 수신 에러를 검출할 수 있도록 CRC(Cyclic Redundancy Check)(223)((223A)∼(223L))가 부가되

어 있다.

동보 프레임 헤더(210)은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프레임 정의 필드(211), 서브 프레임(220A)∼(220K)와 대응한 복

수의 비트로 이루어지는 갱신 콘텐츠 표시 필드(212) 및 서브 프레임(220A)∼(220K)와 대응한 여리개의 고정 길이의 콘

텐츠 안내 필드(213)((213A)∼(213K))로 이루어진다. 상기 프레임 정의 필드(211)은 프레임 헤더(210)의 길이와 상기 프

레임 헤더의 포맷을 나타내는 정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 상기 각 콘텐츠 안내 필드(213)은 이와 대응하는 서브 프레임(220)에 포함되는 콘텐츠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콘텐츠

식별자(301), 콘텐츠명(302), 콘텐츠 정보의 방송 개시 시각(303), 그 콘텐츠 정보가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나타내는 표시

(304), 유료 콘텐츠인 경우의 과금 조건(305), 콘텐츠 정보의 버젼 식별자(306) 및 콘텐츠의 데이타 길이(307)을 포함한

다.

상기 과금 조건(305)는 예를 들면, 암호화된 유료 콘텐츠 정보를 복호화 하기 위해 필요한 해독키의 유효 기한과 요금을 나

타낸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해독 키가 유효 기한 만료로 된 단말기 장치는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에 대해 새로운 해독키

의 송신을 요구한다.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은 단말기 장치에서 콘텐츠ID를 지정하여 새로운 해독키의 송신요구를 수신

했을 때 상기 단말기 장치에 대하여 요구일로부터 상기 해독키의 유효 기한일까지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

상기 방송 개시 시각(303)은 콘텐츠 안내(213)과 대응한 서브 프레임(220)의 방송 개시 시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 시각을

셀룰러 시스템에 고유인 시스템 클럭에 의해 지정하도록 하면 동보 프레임을 송신하는 기지국 BS측과 이를 수신하는 이동

단말기측의 동기가 용이하게 된다.

또, 상기 버젼 식별자(306)으로써는 예를 들면, 갱신된 콘텐츠 정보의 최초의 방송일시를 적용한다. 콘텐츠 정보가 갱신되

었는지의 여부는 갱신 표시 비트 패턴(212)로부터도 판정할 수 있지만, 각 단말기가 동보 프레임 헤더(210)을 수신할 때마

다 이미 입수가 완료된 콘텐츠의 버젼 식별자와 상기 동보 프레임 헤더(210)이 나타내는 버젼 식별자(306)을 비교하면 상

기 동보 프레임의 콘텐츠 정보가 수신이 완료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도 5는 기지국 BS와 이동 단말기(60) 사이에 형성되는 무선 채널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기지국 BS와 각 이동 단말기(60) 사이에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향하는 다

운링크 채널로써 3개의 제어 채널과 사용자 정보 송신용의 1개의 트래픽 채널이 사용되고, 단말기에서 기지국을 향하는

업링크 채널로써 2개의 제어 채널과 사용자 정보 송신용의 1개의 트래픽 채널이 사용된다.

도 5에 있어서, 다운링크 공통 제어 채널 CCH1은 예를 들면, 셀 정보, 동기 정보, 다른 제어 채널에서 사용해야 할 확산 코

드 등 무선 시스템의 제어에서 필요한 시스템 정보를 모든 단말기로 공통으로 송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다운링크 공

통 제어 채널 CCH1 자체의 확산 코드는 각 이동 단말기측에서 미리 정해진 알고리듬에 의해 특정할 수 있다. 업링크 공통

제어 채널 CCH1은 단말기로부터의 발신을 기지국에 통지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단말기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다운링크 공통 제어 채널 CCH2는 단말기로의 착신 통지와 단말기로의 다운링크 개별 제어 채널 CCH3의 할당 제어에 사

용되고, 다운링크 개별 제어 채널 CCH3와 업링크 개별 제어 채널 CCH2는 착신 통지 후의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의 접

속 제어 정보의 송수신에 사용된다.

이들 제어 채널 이외에, 기지국 BS는 다른 2n 종류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다운링크와 업링크로 각각 n개의

트래픽 채널 TCH1∼TCHn을 형성하고, 착신 단말기 또는 발신 단말기에 대해 다운링크와 업링크의 1쌍의 트래픽 채널

TCHi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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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상술한 종래의 셀룰러 시스템에 있어서의 채널 구성에 다운링크의 동보 채널BCH를 추가하고, 이 동보 채널

을 이용하여 통신 프로바이더 시스템(20)이 출력한 동보 프레임(200)을 방송한다. 트래픽 채널 TCH용의 확산 부호 중 1

개를 동보 채널에 할당해도 좋다.

상기 동보 채널 CH에서 사용하는 확산 코드나 동보 프레임(200)의 방송 개시 시각 등의 동보 제어 정보는 도 2의 제어 프

레임(10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운링크 공통 제어 채널 CH1에서 송신되는 제어 프레임(100)의 일부로서 송신하는 것에

의해, 각 단말기에서 동보 채널 CH의 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CDMA 셀룰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동보 채널 BCH는 전력 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트래픽 채

널 TCH와 마찬가지의 물리적 구성으로 해도 좋다. 또, 단말기측에서는 상기 동보 채널 BCH는 통상의 트래픽 채널과 마찬

가지의 수신 회로에서 수신가능하다. 각 단말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트래픽 채널 TCH에 의해 통화중인 동안 동보 채널

BCH에서 동보 프레임(200)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단말기에 트래픽 채널 TCH용의 수신 회로와는 별도로

공통 채널 BCH 전용의 수신 회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통화중에는 동보 프레임의 수신을 중단하는 것으로 하

면 통상의 트래픽 채널용의 수신 회로에서 확산 코드를 바꾸는 것에 의해 상기 동보 프레임을 수신할 수 있다.

도 6은 상술한 동보 채널 BCH를 통해 동보 프레임(200)을 송신하는 기능을 구비한 본 발명에 의한 무선 기지국 BS의 1실

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기지국 BS는 기지국 제어 장치(50)과 통신하기 위한 통신 장치(회선 인터페이스)(26)과 무선 통신 장치(30)에 접속된 내

부 버스(40)을 갖고, 이 내부 버스(40)에 접속되어 기지국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처리 장치(33) 및 상기 처리 장치(33)이

실행하는 각종 제어 프로그램과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34)를 구비하고 있다.

도 1에서 도시한 통신 프로바이더(20)의 기능은 상기 기지국을 구성하는 처리 장치(33)에 의해 실현할 수 있지만, 도 6의

실시예에서는 블럭 SP로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기지국 BS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 처리 장치(33)과는 별도로 상기

통신 프로바이더(20)의 기능을 담당하는 처리 장치(21)을 마련한 구성으로 하고 있다.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에서 생성된

콘텐츠 정보는 통신망에서 이동 교환국(51)을 통해 기지국 제어 장치(50)으로 송신되고, 상기 기지국 제어 장치(50)에 의

해 복수의 기지국 BS로 배포된다. 각 기지국 BS에서는 상기 콘텐츠 정보를 통신 장치(26)과 내부 버스(40) 및 인터페이스

(47)을 통해 상기 통신 프로바이더 SP의 기억 장치(24)로 전송한다.

각 기지국 BS의 무선 통신 장치(30)은 복수의 송신 회로(35A)∼(35C) 및 (36)과 복수의 수신 회로(37A), (37B)를 포함한

다.

송신 회로(35A)는 다운링크 공통 제어 채널 CCH1용, 송신 회로(35B)는 다운링크 공통 제어 채널 CCH2용의 것이고, 이들

의 송신 회로는 내부 버스(40)을 통해 접속된 처리 장치(33)에서 송신해야할 제어 정보를 수신한다. 또한, 신호선(41A)와

(41B)는 상기 각 송신 회로(35A), (35B)에서 사용해야 할 확산 부호를 지정하기 위한 제어 신호선을 나타낸다.

송신 회로(35C)는 다운링크 개별 제어 채널 CCH3용과 트래픽 채널 TCH용으로 겸용되고, 복수의 트래픽 채널과 대응하

여 여리개의 송신 회로가 준비되어 있다. 이들의 송신 회로(35C)는 처리 장치(33)에서 내부 버스(40)을 통해 제어 신호선

(41C)로 출력되는 확산 부호의 지정신호에 의해 다운링크 개별 제어 채널 CCH3에서 트래픽 채널 TCH로, 또는 그 반대의

채널 전환이 실행된다. 또한, 이들 송신 회로(41C)는 회선 인터페이스(32)에 접속되어 있고, 다운링크 개별 제어 채널

CCH3로서 사용중에는 기지국 제어 장치(50) 또는 상기 제어 장치(50)에 접속된 이동 교환국이 발생하는 접속 제어 신호

를 송신하고, 트래픽 채널 TCH로써 사용중에는 통신 상대 장치에서 기지국 제어국(50)을 경유하여 수신된 통화신호를 송

신한다.

송신 회로(36)은 본 발명에 특유의 동보 채널BCH용의 것이고, 인터페이스 회로(46)을 통해 통신 프로바이더 SP에서 동보

프레임을 수신하고, 이것을 제어 신호선(42)에 의해 지정된 확산 부호로 부호 확산(스펙트럼 확산)하여 송신한다.

상기 각 송신 회로(35A)∼(35C) 및 (36)에서 출력된 스펙트럼 확산 신호는 합성회로(38)에 의해 합성된 후, 무선부(39)에

서 발생하는 소정 주파수의 캐리어 신호에 중첩되어 안테나(31)에서 무선 신호로서 송신된다.

한편, 안테나(31)로부터의 수신 신호는 캐리어 선택, 주파수 변환, 필터링,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능을 갖는 무선부(39)

를 통과한 후, 수신 회로(37A)와 복수의 수신 회로(37B)에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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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회로(37A)는 업링크 공통 제어 채널 CCH1의 제어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제어 신호를 내부 버스(40)을 통해 처리

장치(33)으로 전송한다. 또, 각 수신 회로(37B)는 업링크 개별 제어 채널 CCH2의 제어 신호와 트래픽 채널 TCH의 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수신 신호를 통신 장치(32)를 통해 기지국 제어 장치(50)으로 전송한다. 이들 수신 회로(37A), (37B)의 수

신 채널은 처리 장치(33)에서 신호선(43A), (43B)에 부여되는 확산 부호 지정신호에 의해 결정되고, 수신 회로(38B)에 있

어서의 수신 채널 CCH1에서 TCH로의 전환은 역확산에 사용하는 확산 부호를 전환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통신 프로바이더 SP는 내부 버스(40)에 접속된 인터페이스 회로(47)을 통해 기지국 처리 장치(33)과 통신하고, 처리 장치

(33)이 다운링크 공통 제어 채널 CCH1에 의해 이동 단말기로 의해 통지하는 동보 시각(103)과 동기해서 다음 동보 프레

임(200)을 인터페이스 회로(46)을 통해 동보 채널 송신 회로로 송출한다. 또, 동보 프레임을 가변 길이로 하고, 선행 프레

임과 후속 프레임의 송신 간격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 동보 프레임의 송신을 소정의 주기로 반복하도록 하면 처리 장치

(33)과 프로바이더 SP 사이의 동기 제어가 용이하게 된다.

도 7은 이동 단말기(60)의 구성의 1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동 단말기(60)은 내부 버스(70)에 접속된 처리 장치(63), 상기 처리 장치가 실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타를 기억하

기 위한 메모리(64), 송신 회로(65), 복수의 수신 회로(66A)∼(66C) 및 전원 제어 회로(67)을 구비한다.

송신 회로(65)는 업링크의 공통 제어 채널 CCH1, 개별제어 채널 CCH2 및 트래픽 채널 TCH에 공용되고, 이들 채널사이

의 전환은 처리 장치(63)에서 신호선(71)로 인가되는 확산 부호 지정신호에 따라 실행된다. 제어 채널 CCH1용 또는

CCH2용으로써 동작중에는 처리 장치(63)에서 내부 버스(70)으로 출력된 제어 정보가 셀렉터(73)을 통해 송신 회로(65)

에 공급되고, 트래픽 채널 TCH용으로써 동작중에는 음성 부호화 복호화 회로(81)에서 부호화된 마이크로폰(82)로부터의

입력음성이 상기 셀렉터(73)을 통해 송신 회로(65)로 공급되고, 송신 회로에 의해 스펙트럼 확산된 송신 신호는 무선부

(69)에서 소정의 캐리어 주파수로 중첩된 후, 안테나(61)에서 무선 신호로써 송출된다.

수신 회로(66A)는 다운링크 공통 제어 채널 CCH1 전용의 수신 회로, 수신 회로(66B)는 공통 제어 채널 CCH2, 개별제어

채널 CCH3 및 트래픽 채널 TCH 공용의 수신 회로, 수신 회로(66C)는 동보 채널 BCH 전용의 수신 회로이고, 이들 수신

회로는 처리 장치(6)에서 신호선(72A), (72B), (72C)에 인가되는 역확산 부호지정 신호에 따라 수신 채널을 선택한다.

수신 회로(66A)로부터의 수신 신호는 내부 버스(70)을 통해 처리 장치(63)에 페치되고, 수신 회로(66B)로부터의 출력 신

호는 수신 회로가 제어 채널용으로써 동작중에는 내부 버스(40)을 통해 처리 장치(63)에 페치되고, 트래픽 채널용으로서

동작중에는 셀렉터(74)를 통해 음성 부호화 복호화 회로(81)로 공급되어 복호화된 음성 신호가 스피커(83)으로 출력된다.

수신 회로(66C)에서 선택적으로 수신된 방송 정보는 내부 버스를 통해 기억 장치(80)에 축적된다.

이동 단말기(60)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착신을 알리기 위한 벨(84), 문자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 장치(85), 텐키 이

외의 기능키를 포함하는 입력 장치(86) 및 외부의 기억 장치나 컴퓨터 장치와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회로(87)을 구비

하고 있다. 방송 정보 기억용 기억 장치(80)은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등의 비교적 대용량의 메모리이고, 기억 장치(80)

에서 판독된 방송 정보는 내부 버스(70)을 통해 음성 부호화 복호화 회로(81) 또는 표시 장치(85)로 출력된다.

전원 제어 회로(67)은 이동 단말기의 구성요소로 되는 상술한 각종 회로 부분으로의 전원 전압의 공급을 선택적으로 제어

하기 위한 것이고, 이동 단말기가 대기 상태에 있는 동안은 전지의 소모를 가능한한 억제하기 위해 처리 장치(63)이나 공

통 제어 채널 CCH1의 송수신 회로 등의 필수요소를 남기고 다른 회로로의 전원 공급을 정지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

보 채널의 수신 회로(66C)는 프레임 헤더(210)과 사용자가 예약한 방송 콘텐츠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의 서브 프레임의 수

신 기간을 제외하고 전원의 공급이 정지된다.

도 8은 기지국의 무선 통신 장치(30)에 포함되는 송신 회로(35)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동 단말기(60)에

포함되는 송신 회로(65)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인터페이스 회로(351)에 입력된 송신정보는 송신데이타 버퍼 메모리(352)를 통해 에러 정정 부호기(353)으로 공급된다.

상기 에러 정정 부호기(353)은 인터리버(interleaver)와 터보부호기 또는 콘벌루션(convolutional)부호기로 이루어진다.

상기 에러 정정 부호기(353)에서 정정부호화된 송신 신호는 변조 회로(354)에 입력되어 소정의 변조처리를 받은 송신 신

호가 부호 확산 회로(355)로 입력된다. 부호 확산 회로(355)는 입력 신호를 확산 부호 발생기(356)에서 출력된 확산 부호

에 의해 부호 확산(스펙트럼확산) 한 후, 무선 회로(39)로 출력한다. 상기 확산 부호 발생기(356)은 처리 장치가 신호선

(41)로 출력한 확산 부호 지정신호에 따른 확산 부호를 상기 부호 확산 회로(355)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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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기지국의 무선 통신 장치(30)에 포함되는 수신 회로(37)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동 단말기의 수신

회로(66)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무선 회로(39)에서 입력된 수신 신호는 역확산 회로(371)에 입력되어 역확산 부호 발생기(372)에서 인가된 확산 부호에

의해 역확산된 후, 검파 회로(373)으로 입력된다. 상기 확산 부호는 신호선(43)에서 인가된 부호지정신호에 의해 결정된

다. 검파 회로(373)에 의해 소정의 원상 회복 처리를 받은 수신 신호는 에러 정정 복호기(374)에 의해 에러 정정된 후, 수

신 데이타 버퍼 메모리(375)에 일시적으로 축적되어 인터페이스 회로(376)을 통해 내부 버스(40)으로 출력된다. 상기 에

러 정정 복호기(374)는 디인터리버(deinterleaver) 및 터보복호기 또는 비터비(viterbi) 복호기로 이루어진다.

도 10은 동보 프레임 헤더(210)의 수신시에 이동 단말기(60)이 형성하는 콘텐츠 안내 테이블(TBL1)(400)의 구성을 도시

한 도면이다.

콘텐츠 안내 테이블(400)은 동보 프레임 헤더(210)에 포함되는 콘텐츠 안내 필드(213A)∼(213K)와 대응한 복수의 레코

드로 이루어지고 각 레코드는 콘텐츠 안내 필드(213)에 포함되는 데이타 항목(301)∼(307)과 대응한 복수의 데이타 항목

(401)∼(407)로 이루어진다.

도 11은 이동 단말기(60)이 형성하는 콘텐츠 예약 테이블(프로그램 예약 테이블TBL2)(50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콘텐츠 예약 테이블(500)은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로 예약조작했을 때 형성되고, 예약된 방송 콘텐츠 정보와 대응한 적어

도 1개의 레코드로 이루어진다.

각 레코드는 예약번호(501), 콘텐츠ID(502), 유료/무료 표시(503), 버젼 식별자(504), 기억 장치(80)에 축적된 콘텐츠 정

보를 판독하기 위한 파일 포인터(또는 파일명칭)(505), 콘텐츠가 에러없이 수신되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완료 표시

(506), 암호화 콘텐츠 해독에 필요한 암호 해독키(507) 및 해독키의 유효 기한(508)을 포함한다. 또한, 암호 해독키의 실

체는 별도의 기억영역에 저장해두고, 필드(507)에는 상기 해독 키를 판독하기 위한 포인터를 기억하도록 해도 좋다.

이들 항목 중, 항목(501)∼(503)의 데이타는 사용자가 예약조작 했을 때에 서비스 안내 테이블(400)에서 복사되고, 그 밖

의 항목의 데이타는 후술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보 채널 BCH에서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정보를 수신한 시점에서 설정된

다.

도 12는 이동 단말기(60)의 처리 장치(63)이 실행하는 동보 방송 정보 수신 프로그램의 흐름도이다.

이동 단말기의 주전원이 온상태(110)으로 되었을 때, 수신 회로(66A)에 의해 공통 제어 채널 CCH1에서 수신되는 제어 프

레임(100)으로부터 동보 제어 정보를 추출하고(스텝111), 동보 시각(103)을 타이머T1에 설정한다(스텝112).

동보 시각으로 되어 타이머T1의 인터럽트(120)이 발생하면 동보 채널 BCH의 수신 회로(66C)를 기동하여 동보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210)을 수신하고(스텝121), 상기 프레임 헤더에 포함되는 콘텐츠 안내(213)을 따라 도 10에 도시한 콘텐츠

안내 테이블(TBL1)(400)을 형성한다(스텝122).

다음에, 예약 테이블(TBL2)의 레코드를 지정하기 위한 파라미터p의 값을 초기값0으로 설정하고(스텝123), 파라미터p의

값을 인크리먼트(스텝124) 한 후, 예약 테이블(500)의 제 p번째 레코드 TBL2(p)에 예약 데이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

한다(스텝125). 만약 예약 데이타가 있는 경우는 예약된 콘텐츠가 이미 입수가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판정한

다(스텝126). 상기 판정은 예약 레코드TBL2(p)에 포함되는 버젼 식별자(504), 콘텐츠 안내 테이블(400)에 있어서 상기

예약 레코드 TBL2(p)와 동일한 콘텐츠ID를 갖는 레코드 TBL1(j)의 버젼 식별자(406)을 비교하여 예약 레코드 TBL(p)의

완료 표시(506)을 체크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예약 레코드 TBL2(p)와 안내 레코드 TBL1(j)의 버젼 식별자가 일치하고, 완료 표시(506)에 완료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목적하는 콘텐츠가 이미 입수완료되어 있다. 이 경우는 스텝124로 되돌아가 다음 예약 레코드에 대해 동일한 판정

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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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젼 식별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완료 표시(506)에 완료 플래그가 미설정된 경우는 상기 안내 레코드 TBL1(j)의 방

송 개시 시각(403)을 타이머T2에 설정하고(스텝127), 상기 안내 레코드 TBL1(j)의 버젼 식별자(406)을 예약 레코드

TBL2(p)의 버젼 식별자(504)에 라이트하고, 완료 표시(505)를 클리어(스텝128)한 후, 동보 채널수신 회로(66C)로의 전

원 공급을 정지하여(스텝129), 타이머 인터럽트를 대기한다.

스텝125에서 예약 레코드 TBL2(p)에 예약 데이타가 없으면 현재의 동보 프레임으로 더 이상 수신동작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동보 채널 수신 회로(66C)로의 전원 공급을 정지하고(스텝130), 후술하는 암호 해독키 입수처리 루틴(스텝150)을

실행한 후, 상술한 동보 제어 정보의 수신스텝111, 112를 실행한다.

타이머T2의 인터럽트(140)이 발생하면 동보 채널수신 회로(66C)를 기동하고, 예약 레코드 TBL2(p)와 대응하는 목적 콘

텐츠의 정보패킷을 포함하는 서브 프레임(220)의 수신을 개시한다(스텝141). 수신된 정보 패킷(222)는 순차 기억 장치

(80)에 축적하고(스텝143), 서브 프레임의 종료 플래그(224)가 검출되었을 때(스텝142), 예약 레코드 TBL2(p)에 파일 포

인터(505)를 설정하고, 완료 표시(506)에 완료 플래그를 설정(스텝145)한 후, 스텝124로 되돌아가 다음 예약 레코드에 대

해서 상술한 동작을 반복한다. 또, 수신 패킷에 정정 불능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의 동보 프레임으로 동일 콘텐츠를 재

수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완료 표시(506)에 플래그는 설정하지 않는다.

이상의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각 이동 단말기(60)은 기지국 BS가 동보 채널 BCH에 새로운 동보 프레임(200)을 송신할 때

마다 타이머T1 인터럽트에 의해 콘텐츠 안내 정보를 수신하고, 타이머T2 인터럽트에 의해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또, 동보 프레임의 전체길이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방송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보의 송신 기간은 동보 채널 수신 회로로의 전원 공급을 정지하는 것에 의해, 전지의 소모를 억제하면서 사용

자가 원하는 최신의 방송 정보를 기억 장치(80)에 축적할 수 있다.

도 13은 암호 해독키 입수처리 루틴(150)을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이 루틴(150)은 수신완료된 콘텐츠가 암호화된 유료 콘텐츠인 경우에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에서 해독키를 입수하기 위

한 것이다.

예약 테이블(500)의 레코드를 특정하기 위한 파라미터p를 초기화 해두고(스텝151), 상기 파라미터 p의 값을 인크리먼트

(스텝152)한 후, p번째의 예약 레코드 TBL2 (p)에 예약 데이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한다(스텝153). 예약 데이타가 있

는 경우는 우선 유료 표시(503)과 완료 표시(506)을 판정한다(스텝154). 예약된 콘텐츠가 무료, 또는 바르게 수신되어 있

지 않은 경우는 스텝152로 되돌아가 다음 예약 레코드에 대해 상술한 판정을 반복한다.

유료 콘텐츠를 바르게 수신하고 있던 경우는 예약 레코드 TBL2(p)의 해독 키 유효 기한(508)을 체크한다(스텝155). 해독

키의 유효 기한이 만료되어 있지 않으면 스텝152로 되돌아가 다음 예약 레코드에 대해 상술한 판정을 반복한다. 해독키의

유효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유효 기한(508)에 데이타가 미설정된 경우는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에서 새로운 해독키

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선, 콘텐츠 공급 시스템(10)과 단말기 사이의 회선이 접속 완료인지의 여부를 체크하고(스텝157), 회선이 미접

속인 경우는 미리 기억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자동 발호(發呼)하고, 셀룰러의 일반 통신 회선을 통해 콘텐츠 공급 시스템

(10)과 접속한다(스텝158). 콘텐츠 공급 시스템(10)으로부터의 응답에 의해 회선이 접속된 것을 확인하면 콘텐츠ID(502)

와 단말기 식별자(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암호 해독키 요구 메세지를 송신한다(스텝159). 또, 상대장치에서 암호 해독키를

포함하는 메세지를 수신하면 이것을 예약 레코드 TBL2(p)의 해독키(507)로써 기억하고(스텝160), 해독키를 수신한 것을

나타내는 응답 메세지를 송신(스텝161)한 후, 스텝152로 되돌아간다. 해독키를 정상으로 수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차

암호 해독키 요구 메세지를 송신한다.

스텝153에서 예약 레코드 TBL2(p)에 예약 데이타가 없는 경우, 회선이 접속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스텝162), 회선이

접속중이면 이것을 절단(스텝163)한 후, 이 루틴을 종료한다. 또한, 콘텐츠 공급 시스템측에서는 단말기 장치(60)이 스텝

161에서 송신한 응답 메세지를 수신하면 메세지의 수신일로부터 해독키의 유효 기한일까지의 콘텐츠 정보의 사용 요금을

계산하여 요구원의 사용자(단말기 장치의 전화번호)에게 과금시킨다.

도 14는 사용자로부터의 콘텐츠 예약 요구에 응답하여 이동 단말기(60)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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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장치(86)에서 콘텐츠예약요구를 수신하면 콘텐츠 안내 테이블(400)을 참조하여 표시 장치(85)에 예약 화면을 표시한

다(스텝601).

예약 화면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예를 들면 상기 콘텐츠 안내 테이블(400)에 있어

서의 콘텐츠ID(401), 콘텐츠 명칭(402), 유료 표시(403), 과금 조건(405)를 포함하는 엔트리를 표시한다. 또, 이미 예약 테

이블(500)에 예약 레코드가 등록 완료된 경우는 예약 레코드와 대응하는 엔트리에 해당 콘텐츠가 예약완료된 것을 도시하

는 마크를 표시한다. 소형 이동 단말기에서는 표시 화면의 크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말기의 표시 화면에는 예약 화면

을 구성하는 복수의 엔트리를 순차 스크롤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예약 화면을 표시중에 원하는 콘텐츠의 엔트리를 사용자가 선택조작 하였을 때, 이와 대응하는 예약 레코드를 예약

테이블(500)에 생성한다(스텝603). 사용자가 예약 종료를 나타내는 입력조작을 실행한 경우는(스텝602) 이 루틴을 종료

한다.

도 15는 사용자로부터의 방송 정보 출력 요구에 응답하여 이동 단말기(60)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흐름도이다.

입력 장치(86)에서 방송 정보 출력 요구를 수신하면 표시 장치(85)에 콘텐츠 선택 화면을 표시하고(스텝611), 사용자가 콘

텐츠를 지정하는 것을 대기한다(스텝612). 콘텐츠 선택 화면으로서는 예를 들면, 예약 테이블의 각 예약 레코드와 대응하

여 안내 테이블(400)에서 판독된 콘텐츠 명칭(402)를 표시한다.

콘텐츠 선택 화면의 표시중에 사용자가 콘텐츠의 선택조작을 실행하면 선택된 콘텐츠가 유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스텝

613), 만일 유료 콘텐츠인 경우는 이 콘텐츠과 대응하는 해독키(508)을 판독하고, 암호해독의 준비를 해 둔다(스텝614).

다음에, 예약 테이블(500)에 기억되어 있는 파일 포인터(504)에 따라 기억 장치(80)에서 원하는 콘텐츠 정보의 판독를 개

시하고, 순차 출력 장치로 출력한다(스텝615∼616).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정보가 암호화 되어 있는 경우는 기억 장치

(80)에서 판독된 정보를 차례로 해독하면서 출력 장치로 전송한다. 상기 출력 장치로의 콘텐츠의 전송은 기억 장치에서 목

적 콘텐츠의 모든 정보를 판독완료할 때까지 반복된다(스텝617).

도 6에 도시한 실시예에서는 통신 프로바이더 SP를 기지국 BS의 처리 장치(33)과는 별도의 처리 장치(21)로 구성했지만,

상기 통신 프로바이더의 기능과 기지국 기능을 동일한 처리 장치(33)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억 장치(24)를 내부

버스(40)과 결합하고 처리 장치(33)에 의해 상기 기억 장치(24)로부터 동보 프레임을 판독하여 이것을 내부 버스(40)을 통

해 동보 채널 송신 회로(36)에 공급하도록 하면 좋다.

또, 실시예에서는 각 무선 기지국 BS에 통신 프로바이더 기능 SP을 장비했지만, 통신 프로바이더 기능을 기지국 제어 장

치(50)에 장비하여도 좋다. 이 경우, 기지국 제어 장치(50)이 동일한 동보 프레임을 복수의 기지국 BS에 배포하고, 각 기지

국이 사용자 트래픽의 1개로서 기지국 제어 장치에서 수신한 동보 프레임을 동보 채널 송신 회로로 송출한다. 또, 기지국

제어 장치에서 제어 정보로써 별도 통지된 동보 프레임 방송 시각을 공통 제어 프레임으로 송신하면 좋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BS에서 여러 종류의 방송

정보를 동보 채널로 송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단말기 또는 이동 단말기의 각 사용자에게 간편하고 저렴하게 방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방송 콘텐츠 안내와 방송 시각을 미리 방송해 두고, 각 단말기 장치에서는 사용자가 예약한 특정 콘

텐츠의 방송기간에 선택적으로 수신 회로를 동작시켜 수신한 정보를 축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정보의 입수에 필

요한 수신 동작 기간을 한정할 수 있고, 전지의 소모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가 예약한 방송 정보가 콘텐츠갱신시마다 각 단말기내의 기억 장치에 자동적으로 축적되어 사용

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말기 사용자는 원하는 방송 정보를 자신에게 편리한 타

이밍에서 참조할 수 있다. 또, 각 단말기에 일반 통화채널을 통해 정보 서비스 시스템과 자동적으로 교신하고 암호 해독키

를 입수하기 위한 통신 수순 실행기능을 갖게 하는 것에 의해 유료 방송 정보를 암호화하여 방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상기 통신 수순의 완료를 계기로 하여 해독 키의 요구원 사용자에게 방송 정보의 과금 처리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방송 정보의 사용 요금을 확실히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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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단말기와의 사이에서 적어도 1개의 제어 채널을 통해 제어 정보를 교신하고, 각 무선 단말기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교신하는 적어도 1개의 무선 기지국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정보 공급(배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제어 채널에 시스템 정보, 동보 프레임에 관한 송신 조건을 정의한 동보 제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제어 채널 송신

회로,

각각 트래픽 채널에 사용자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복수의 트래픽 채널 송신 회로, 및

상기 동보 제어 정보에 의해 정의된 특정한 채널에 상기 송신 조건에 따라 불특정의 무선 단말기에 의해 수신가능한 방송

정보를 포함한 동보 프레임을 송신하기 위한 동보 채널 송신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동보 프레임은, 프레임 헤더와, 상기 프레임 헤더에 이어지는 복수의 서브 프레임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서브 프레

임은, 각각 다른 방송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프레임 헤더는, 상기 각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에 관한 안내 정보

를 포함하고,

상기 프레임 헤더는, 상기 안내 정보로서, 상기 각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의 종류를 나타내는 분류 정보와, 상

기 각 서브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을 나타내는 시각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각 무선 단말기는:

상기 제어 채널에서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제어 채널 수신 회로,

상기 제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동보 제어 정보에 의해 특정되는 동보 채널로부터 동보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동

보 프레임에 포함되는 안내 정보에 따라서, 상기 동보 프레임 중의 특정의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를 선택적으

로 수신하기 위한 동보 채널 수신 회로,

상기 방송 정보 중 1개를 지정하기 위한 입력 장치,

상기 동보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를 수신한 후, 상기 지정된 방송 정보를 포함하는 서브 프레임이 송신될 때까지의 기간 동

안,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로의 전원 공급을 정지하기 위한 전원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보 제어 정보는 상기 송신 조건으로서 상기 동보 프레임의 송신 시각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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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보 제어 정보는 상기 송신 조건으로서 상기 동보 프레임의 송신 채널을 지정하는 정보 및 상기 동보 프레임의 송신

시각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서브 프레임은, 서브 프레임 헤더 및 각각 방송 정보 블럭을 포함하는 복수의 정보 패킷을 포함하는 방송 정보 공

급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무선 단말기의 전원 제어 장치가, 상기 제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동보 제어 정보가 나타내는 다음 동보 프

레임의 송신 시각에 따라,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를 자동적으로 기동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

청구항 6.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다른 방송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서브 프레임과, 상기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에 관한 안내 정보를 포함

하는 프레임 헤더로 이루어지는 동보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한 프로바이더,

무선 단말기와의 사이에서, 업링크, 다운링크의 각 방향에서 적어도 1개의 제어 채널을 통해 제어 정보를 교신하고, 상기

무선 단말기에 할당된 업링크, 다운링크의 1쌍의 트래픽 채널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교신하는 무선 기지국을 포함하고,

상기 무선 기지국은:

다운링크 제어 채널에 시스템 정보 및 동보 프레임에 관한 송신 조건을 정의한 동보 제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제어 채널

송신 회로, 및

상기 방송 정보 프로바이더에서 생성된 동보 프레임을 상기 동보 제어 정보에 의해 정의된 특정 채널에 상기 송신 조건에

따라 송신하기 위한 동보 채널 송신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동보 제어 정보는, 상기 송신 조건으로서, 상기 동보 프레임의 송신 채널을 지정하는 정보와, 상기 동보 프레임의 송

신 시각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동보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는, 상기 안내 정보로서, 상기 각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의 종류를 나타내는 분

류 정보와, 상기 각 서브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을 나타내는 시각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각 무선 단말기는:

상기 제어 채널에서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제어 채널 수신 회로,

상기 제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동보 제어 정보에 의해 특정되는 동보 채널로부터 동보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동

보 프레임에 포함되는 안내 정보에 따라서, 상기 동보 프레임 중의 특정의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를 선택적으

로 수신하기 위한 동보 채널 수신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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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송 정보 중 1개를 지정하기 위한 입력 장치, 및

상기 동보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를 수신한 후, 상기 지정된 방송 정보를 포함하는 서브 프레임이 송신될 때까지의 기간 동

안,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로의 전원 공급을 정지하기 위한 전원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각 무선 단말기의 전원 제어 장치가 상기 제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동보 제어 정보가 나타내는 다음 동보 프레

임의 송신 시각에 따라,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를 자동적으로 기동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

청구항 8.

무선 기지국과 복수의 무선 단말기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기지국과 각 무선 단말기 사이에서 적어도 1개의 제어 채널을

통해 제어 정보를 교신하고 각 무선 단말기마다 할당된 업링크 방향과 다운링크 방향의 1쌍의 트래픽 채널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교신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기지국은:

상기 제어 채널에 동보 프레임에 관한 송신 조건을 나타내는 동보 제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제어 채널 송신 회로, 및

상기 동보 제어 정보가 나타내는 송신 조건에 의해 특정되는 동보 채널에 상기 송신 조건에 따라 방송 정보 공급 시스템으

로부터 공급된 불특정의 무선 단말기에 공급해야 할 복수 종류의 방송 정보를 포함하는 동보 프레임을 송신하기 위한 동보

채널 송신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동보 프레임은, 프레임 헤더와 상기 프레임 헤더에 이어지는 복수의 서브 프레임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복수의 서브

프레임이 각각 다른 방송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프레임 헤더가 상기 각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에 관한 안내 정

보를 포함하며,

상기 각 무선 단말기는:

상기 제어 채널에서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제어 채널 수신 회로,

상기 제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동보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동보 채널로부터 상기 동보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

기 동보 프레임의 안내 정보에 따라 상기 동보 프레임 중의 특정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신하

기 위한 동보 채널 수신 회로,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방송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기억 장치,

상기 기억 장치에 축적된 방송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장치,

상기 각 무선 단말기가 상기 방송 정보 중 1개를 지정하기 위한 입력 장치, 및

상기 동보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를 수신한 후, 상기 지정된 방송 정보를 포함하는 서브 프레임이 송신될 때까지의 기간 동

안,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로의 전원 공급을 정지하기 위한 전원 제어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동보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는, 상기 안내 정보로서, 상기 각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와, 상기 각 서브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을 나타내는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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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각 무선 단말기의 전원 제어 장치가 상기 제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동보 제어 정보가 나타내는 다음 동보 프레

임의 송신 시각에 따라,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를 자동적으로 기동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각 무선 단말기가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방송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상기 방송 정보 공급 시

스템과 자동적으로 교신하고, 상기 암호화된 방송 정보를 해독하기 위한 해독키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무선 통

신 시스템.

청구항 11.

무선 기지국과의 사이에서 적어도 1개의 제어 채널을 통해 제어 정보를 교신하고, 각 무선 단말기마다 할당된 업링크 방향

과 다운링크 방향의 1쌍의 트래픽 채널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교신하는 무선 단말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채널에 의해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제어 채널 수신 회로,

상기 제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동보 제어 정보에 의해 특정되는 동보 채널로부터 동보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동

보 프레임에 포함되는 안내 정보에 따라 상기 동보 프레임 중의 특정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

신하기 위한 동보 채널 수신 회로,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에서 수신된 방송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기억 장치,

상기 기억 장치에 축적된 방송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장치,

상기 방송 정보 중 1개를 지정하기 위한 입력 장치, 및

상기 동보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를 수신한 후, 상기 지정된 방송 정보를 포함하는 서브 프레임이 송신될 때까지의 기간 동

안, 상기 동보 채널 수신 회로로의 전원 공급을 정지하기 위한 전원 제어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동보 프레임의 프레임 헤더는, 상기 안내 정보로서, 상기 각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는 방송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와, 상기 각 서브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을 나타내는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 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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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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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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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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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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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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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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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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