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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변조기 및 중계기를 자동 구성하기 위한 시그널링의 이용

(57)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에 포함되는 변조기를, 무선 단말기로 브로드캐스트되는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

여 구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서비스 정보는 서비스 정보를 셀 송신기에 의하여

수신된 트랜스포트 스트림 내에 캡슐화하는 생성기에 의하여 제공된다. 서비스 정보는 각 셀 송신기에 의하여 파싱되어 현

재 변조기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만일 변조 파라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었다면, 관련된 변조기는 갱신된 변조 파라

미터를 이용하여 재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은 관련된 셀들 내의 추가적인 RF 통신 가능 범위(coverage)를 제공하기 위하

여,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의 중계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중계기는 수신된 무선 신호를 동

일한 주파수 또는 상이한 주파수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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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의 무선 단말기로 디지털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무선 브로드캐

스트 시스템은 셀을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구성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상기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

는 단계;

(B) 상기 구성 정보 내에 포함된 변조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변조기를 동기하여(synchronously) 구성하는 단계로서, 상

기 변조기는 셀 송신기와 관련되는 단계; 및

(C) 상기 변조기를 통하여 무선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무선 신호는 상기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D) 상기 구성 정보 내에 포함된 송신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transmission parameter

signaling)을 동기하여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정보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etwork information table, NIT)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i) 상기 구성 정보가 셀의 셀 아이디에 상응하면, 상기 구성 정보를 파싱하여 할당된 주파수 및 변조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 및

(ii) 상기 변조 파라미터를 상기 변조기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i) 상기 변조 파라미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값이 변경되는지 검출하는 단계; 및

(ii) (i)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변조 파라미터들을 상기 변조기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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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i) 상기 구성 정보를 시그널링 정보로부터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정보의 적어도 일부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파라미터는,

채널 대역폭, 송신 모드, 코드율, 콘스텔레이션 패턴, 및 가드 인터벌(guard interval)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의 무선 단말기에 디지털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은 하부-셀을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주파수에서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무선 신호는 상기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

(B) 상기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복조된 무선 신호를 획득하는 단계;

(C) 상기 복조된 무선 신호로부터 구성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D) 변조 파라미터를 변조기에 동기하여 적용하는 단계로서, 상기 변조 파라미터는 상기 구성 정보 내에 포함되는 단계; 및

(E) 제2 주파수에서 상기 무선 신호를 재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구성 정보는 제2 주파수를 나타내고, 상기 제1 주파수는

상기 제2 주파수와 상이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F) 상기 구성 정보 내에 포함된 송신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을 동기하여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정보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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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i) 상기 변조 파라미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값이 변경되는지 검출하는 단계; 및

(ii) (i)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변조 파라미터들을 상기 변조기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F) 구성된 네트워크 아이디, 구성된 셀 아이디, 및 구성된 하부-셀 아이디를 이용하여 상기 하부-셀을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C) 단계는,

(i) 구성된 네트워크 아이디, 구성된 셀 아이디, 및 구성된 하부-셀 아이디를 수신된 네트워크 아이디, 수신된 셀 아이디,

및 수신된 하부-셀 아이디와 매칭하는 단계로서, 상기 수신된 네트워크 아이디, 상기 수신된 셀 아이디, 및 상기 수신된 하

부-셀 아이디는 상기 구성 정보로부터 추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F) 무선 스펙트럼을 스캐닝하는 단계; 및

(G) 상기 무선 신호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i) 구성된 네트워크 아이디 및 구성된 셀 아이디를 수신된 네트워크 아이디 및 수신된 셀 아이디와 매칭하는 단계로서, 상

기 수신된 네트워크 아이디 및 상기 수신된 셀 아이디는 상기 구성 정보로부터 추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i) 상기 무선 신호로부터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수신하는 단계; 및

(ii) 상기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의 무선 단말기를 위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무선 브로드

캐스트 시스템은 하부-셀을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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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택된 주파수에서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무선 신호는 상기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

(B)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을 복호화하는 단계로서, 상기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은 상기 무선 신호에 의하여 전달되는

단계;

(C) 상기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으로부터 수신된 네트워크 아이디 및 수신된 셀 아이디를 추출하는 단계;

(D) 상기 수신된 네트워크 아이디 및 수신된 셀 아이디가 구성된 네트워크 아이디 및 구성된 셀 아이디와 각각 정합하면,

상기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으로부터 변조 파라미터들을 추출하는 단계; 및

(E) 상기 변조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성기 선택된 주파수에서 상기 무선 신호를 재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F) 무선 스펙트럼을 스캐닝하여 상기 선택된 주파수에서 상기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F) 상기 구성된 네트워크 아이디 또는 상기 구성된 셀 아이디가 상기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 내의 상응하는 정보 중 어느

것과도 정합하지 않으면, 알람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기술된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21.

제2항에 기술된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22.

제5항에 기술된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23.

제9항에 기술된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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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0항에 기술된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25.

제17항에 기술된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매체.

청구항 26.

셀을 포함하는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의 무선 단말기로 디지털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트하는 셀 송신기에 있어서,

시그널링 정보 및 IP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는 복수 개의 TS 패킷들을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변조 파라미터에 따라서 상기 IP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신호를 변조하는 변조기; 및

상기 시그널링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시그널링 정보로부터 구성 정보를 추출하며, 상기 변조 파라미터에 따라 상기 변조

기를 구성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A)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구성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상기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

(B) 상기 구성 정보에 포함된 변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변조기를 동기하여 구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무선 신호를 상기 변조기를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송신기.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D) 상기 구성 정보 내에 포함된 송신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을 동기하여 생성하는 단계를 수행하도

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송신기.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정보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 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송신기.

청구항 29.

하부-셀을 포함하는 무선 시스템 내의 무선 단말기로 디지털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트하는 중계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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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주파수에서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 신호를 복조하여 복조된 무선 신호를 획득하는 복조기로서, 상기 무선 신

호를 상기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조기;

변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구성되고 상기 무선 신호를 제2 주파수에서 재송신하는 변조기; 및

상기 복조된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A) 상기 복조된 무선 신호로부터 구성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B) 변조 파라미터를 변조기에 동기하여 적용하는 단계로서, 상기 변조 파라미터는 상기 구성 정보 내에 포함되는 단계; 및

(C) 상기 제2 주파수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구성 정보는 상기 제2 주파수를 나타내고, 상기 제2 주파수는 상기 제1 주

파수와 상이한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

청구항 30.

하부-셀을 포함하는 무선 시스템 내의 무선 단말기로 디지털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팅하는 중계기로서,

무선 신호에 의하여 전달된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을 복호화하는 복호기로서, 상기 무선 신호는 선택된 주파수에서 수신

되는 복호기;

상기 복호기로부터 송신 파라미터들을 획득하고,

(A) 상기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으로부터 수신된 네트워크 아이디 및 수신된 셀 아이디를 추출하는 단계; 및

(B) 상기 수신된 네트워크 아이디 및 수신된 셀 아이디가 구성된 네트워크 아이디 및 구성된 셀 아이디와 각각 정합되면,

상기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으로부터 변조 파라미터들을 추출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 및

상기 변조 파라미터에 따라 상기 선택된 주파수에서 상기 무선 신호를 재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

청구항 31.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의 무선 핸드헬드 단말기를 위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팅하기 위한 방법으

로서, 상기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은 셀을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부터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IP 패킷을

포함하고, 상기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상기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

(B) 상기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 정보에 포함되는 변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변조기를 동기하여 구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변조기는 셀 송신기와 관련되고,

(i) 상기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로부터의 구성 정보가 셀의 셀 아이디와 상응하면, 상기 구성 정보를 파싱하여 할당된

주파수 및 상기 변조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단계; 및

(ii) 상기 변조 파라미터를 상기 변조기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

(C) 무선 신호를 상기 변조기를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무선 신호는 상기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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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 정보 내에 포함된 송신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무선 신호에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

링을 동기하여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9항에 있어서,

(F) 상기 무선 신호 내에서 전달되는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수신하는 단계;

(G) 상기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로부터 갱신된 구성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H) 갱신된 주파수로 재동조(retuning)하는 단계로서, 상기 갱신된 주파수는 상기 갱신된 구성 정보 내에 포함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I) 상기 (H)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갱신된 주파수에서 상기 무선 신호를 후속하여 수신할 수 없으면, 할당된 주파수 스펙

트럼을 스캐닝하여 상기 무선 신호를 찾아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9항에 있어서,

(F)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수신할 수 없으면, 할당된 주파수 스펙트럼을 스캐닝하여 상기 무선 신호를 찾아

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17항에 있어서,

(F) 상기 무선 신호 내에서 전달되는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수신하는 단계;

(G) 상기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로부터 갱신된 구성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H) 갱신된 주파수로 재동조하는 단계로서, 상기 갱신된 주파수는 상기 갱신된 구성 정보 내에 포함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I) 상기 (H)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갱신된 주파수에서 상기 무선 신호를 후속하여 수신할 수 없으면, 할당된 주파수 스펙

트럼을 스캐닝하여 상기 무선 신호를 찾아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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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17항에 있어서,

(F)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수신할 수 없으면, 할당된 주파수 스펙트럼을 스캐닝하여 상기 무선 신호를 찾아

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은,

DVB-H 시스템, DVB-T 시스템, ATSC 시스템, 및 ISDB-T 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

스트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은,

DVB-H 시스템, DVB-T 시스템, ATSC 시스템, 및 ISDB-T 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

스트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은,

DVB-H 시스템, DVB-T 시스템, ATSC 시스템, 및 ISDB-T 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

스트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내의 변조기 및 중계기를 구성하는데 관련된다. 특히, 본 발명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하여 변조기에 의하여 이용되는 변조 파라미터들을 동기화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배경기술

비디오 스트리밍, 데이터 스트리밍 및 광대역 방식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래밍은 인터넷 프로토콜(IP) 멀티캐스트 서

비스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인기가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무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은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콘텐트를 다수의 무선 단말기에 동시에 송신한다. 전형적으로,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은 복수 개의 셀을 포함하고, 이 셀에서 데이터 콘텐츠는 서비스 소스에 의해 기간망을 통하여

분산된다.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단방향 네트워크이며, 단방향 네트워크에서는 이용 가능한 상향 링크

채널(즉 무선 단말기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로의 채널)이 다수 개 존재할 수 없다.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트(Digital Video Broadcast, DVB) 시스템은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의 일 예이다. DVB 시

스템은 MPEG-2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비디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DVB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RF 통

신가능 범위를 각 셀에 제공하는 다중 셀 송신기들(수백 개까지)을 포함한다. 더욱이, 셀에서 보조의 통신가능범위를 제공

하기 위해, 중계기는 RF 통신가능 범위가 미치지 않는 곳(RF coverage hole)을 채워 넣도록 배치될 수 있다. 각 송신기 및

중계기는 데이터 콘텐츠 및 서비스 정보와 함께 송신되는 무선 신호를 변조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변조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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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DVB 시스템의 송신기 구성은 환경의 동적 성질에 의해 변경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시간에서 브로드캐스트된 다

른 디지털 서비스는 다른 데이터율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변조기가 재구성되어야 할 수 있다. 또한, RF 전파 조건

(propagation condition)은 시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셀 송신기의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DVB 시스템에

서, 셀 송신기 및 중계기들은 네트워크 요소 관리자와 같은 중앙 위치로부터 구성된다. 그러나, DVB 시스템에 재구성되어

야 하는 셀 송신기 및 중계기가 많이 존재하면, PSI/SI(program specific information/service information) 발생기의 구

성을 이용하여 변조기의 구성을 동기화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것은 난해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PSI/SI 변조기

들이 네트워크 요소 관리자로부터의 개별적인 엔티티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재구성 하여야 하는 다른 이유에는 담당 영

역(coverage)을 더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더 조밀한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하여 셀들을 더 추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주파수 재할당도 수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변조 파라미터들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DVB 시스템과 같은 무선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의 구성 변조기의 재구성 및 모든 시점에서 PSI/SI와의 동기화를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측면은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내의 변조기를, 역시 무선 단말기로 브로드캐스트되는 서비스 정보로부

터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서비스 정보는, 셀 송신기에 의하여 수신된 트랜

스포트 스트림 내에 서비스 정보를 캡슐화(encapsulate)하는 생성기에 의하여 제공된다. 또한, 셀 송신기는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을 생성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정보를 이용한다. 이러한 실시예가 변형되면, 디지털 브

로드캐스트 시스템은 DVB 시스템으로서, 무선 핸드헬드 단말기를 지원하는 DVB 시스템으로서 구현된다. 서비스 정보는

PSI/SI 생성기에 의하여 생성된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 내에 포함된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은 각 셀 송신기에

의하여 파싱되어 현재의 변조기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만일 변조 파라미터들 중 적어도 하나가 변경되면, 관련된 변조기가

갱신된 변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재구성된다.

본 922발명의 다른 측면은 관련된 셀에 보조적인 RF 담당 영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의 중계

기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중계기는 같은 주파수에서 또는 다른 주파수에서 수신된 무선신호를 재발

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중계기는 수신된 무선신호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파싱하고 적

어도 하나의 변조 파라미터들이 변경되었는지 결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관련된 변조기가 재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

시예에서, 중계기는 수신된 신호 내에 포함된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을 복호화하고 수신된 송신 파라미터로부터 관련된

변조기를 재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의 변조기들을 동기하여 재구성하기 위하여, 개별 네트워크 요소 관

리자를 요구하는 대신에 IP 캡슐화 관리자로부터의 변조 파라미터를 갱신하도록 지원한다.

실시예

다양한 시스템들에 대한 이하와 같은 상세한 설명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는데, 첨부된 도면들은 본 명세서에서 본 발

명이 실시될 수 있는 다양한 실시예들을 예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조적 및 기능적 수정 사항이 다른 실시예에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트(Digital Video Broadcast, DVB-H) 시스템(100)의 아키텍쳐

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DVB-H 서비스는 이동식 미디어 서비스를 예를 들면 네트워크(101) 및 네트워크(103) 내의 핸드

헬드 무선 유닛과 같은 무선 단말기에 제공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DVB-H 시스템(100)은 무선 핸드헬드 단말기

의 동작을 더욱 잘 지원하거나 무선 핸드헬드 단말기의 동작을 향상시키는 DVB-T(지상 동작을 위한 디지털 비디오 브로

드캐스트)와 호환된다.

DVB-H 시스템(100)은 정보가 IP 데이터그램의 형태로서 송신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한다.

DVB-H 시스템(100)은 무선 핸드헬드 무선 단말기 상의 IP 기반 DVB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확장 기능

(DVB-T 시스템에 비하여 확장된 기능)을 내장한다.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의 변경을 지원하는 본 발명의 다

른 실시예들에는 DVB-T, ATSC, 및 ISDB-T와 같은 것들이 있다. DVB-H 확장 기술은 배터리 수명의 연장 및 핸드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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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의 수신율 향상에 목적을 두는 복수 개의 서비스 계층 확장 장치들을 포함하는 DVB-T 물리적 계층의 물리적 계

층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DVB-H 확장은 기존의 디지털 지상 서비스를 보충하며,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무선

핸드헬드 시장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서비스 서버(105)는 네트워크(101) 및 네트워크(103) 모두를 위한 IP 서비스의 소스인데,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복수의 서

비스 서버들로서, 상이한 서비스 서버들이 상이한 IP 서비스 또는 상이한 네트워크에 관련될 수 있는 서비스 서버들을 포

함할 수 있다. DVB-H 시스템(100)은 각 네트워크(예컨대, 네트워크(101)및 네트워크(103))를 복수 개의 셀에 나누고, 각

셀 내의 무선 송신 동작은 적어도 하나의 송신기에 의하여 지원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네트워크(101)는 셀들

(109, 111, 113고 115 및 117)로 파티셔닝되고, 네트워크(103)는 셀들(119, 121, 123고 125 및 127)로 파티셔닝된다.

더욱이, 셀은 하부-셀로 더 나뉘어짐으로써 DVB-H 시스템(100)의 RF 통신가능 범위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RF 통신

가능 범위(coverage)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 셀(113)이 하부-셀(113a)로 더 구획되고, 여기서

중계기들((113b 및 113 c)은 셀(113)의 송신기로부터의 무선 송신을 재송신(중계)한다. 중계기들((113b 및 113c)은 셀

(113)의 송신기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송신하거나 상이한 주파수에서 송신할 수 있다. 다른 주파수에서 송신하는 중계기

또는 송신기는 전형적으로 주파수 천이 중계기라고 불린다. 본 실시예에서, 중계기는 관련된 셀의 송신기로부터의 무선 송

신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의 무선 송신을 재송신할 수 있다.

DVB-H 시스템(100)은 작은 무선 핸드헬드 터미널을 위하여 전원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타임 슬라이싱 송신(time

slicing transmission)을 지원할 수 있다. 타임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셀 송신기는 데이터 버스트로서 IP 데이터그램을 작

은 타임 슬롯 내에서 무선 핸드헬드 단말기로 송신한다. 타임 슬라이싱의 장점들은 다른 타입의 무선 단말기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선 단말기의 프론트 엔드(front end)는 선택된 서비스의 데이터 버스트가 DVB-H 시스템(100)에

의해 송신되면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만 스위치 온 된다. 이러한 짧은 기간 내에서, 고속 데이터율이 수신되고 무선 단말기

내의 버퍼에 저장된다. 버퍼는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할 수 있거나, 출력 데이터율이 애플리케이션에 달려 있는

경우 라이브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전력 절감 효과는 온/오프 시간의 관계에

달려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만일 대략 10개 이상의 버스티드 서비스(bursted service)가 DVB-H 스트림에 존재하

면, 예를 들어 프론트 엔드에 의해 소모되는 전력 절약치는 대략 90%일 수 있다.

DVB-H 시스템(100)은 또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시스템 오퍼레이터로 하여금 셀 송신기 및 중계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

는 구성 관리자(configuration manager, 107)를 포함한다.

도 2는 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DVB-H 시스템(200)내의 변조기/송신기(201)를 구성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도시

한다. 도 2가 셀에 상응하는 오직 하나의 송신기를 도시하고 있지만, DVB-H 시스템(200)은 수많은 송신기를 전형적으로

지원하여 RF 통신가능범위를 다수 셀에 제공한다. DVB-H 시스템(200)은 단일 주파수 네트워크(single frequency

network, SFN), 다중 주파수 네트워크(MFN), 또는 MFN 의 각 셀이 사실상 SFN인 이들의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데,

SFN에서는 각 셀이 동일한 주파수에 관련되고, MFN에서는 각 셀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일군의 주파수로부터 선택된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DVB-H 시스템(200)은 스트리밍 서버(203), IP 캡슐화기(IP encapsulator, IPE)(205), 송신

기(201), 중계기(211), IP 캡슐화 관리자(207) 및 구성 관리자(209)를 포함한다. 도 2가 단지 하나의 송신기 및 하나의 중

계기만을 도시하고 있지만, DVB-H 시스템(200)은 수많은 송신기 및 다수 중계기를 전형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송신기는 변조기 및 RF 증폭기 및 주파수 생성 회로부를 포함하는 관련된 RF 회로부를 포함한다.

스트리밍 서버(203)는 IP 서비스의 소스이다. 상응하는 패킷들이 통신 경로(202) 상에서 IP 네트워크(미도시)를 통하여

전송되어 복수 개의 송신기들을 관련된 IP 캡슐화기들(예를 들어 IPE(205))을 통하여 분산한다. IPE(205)는 서비스 정보

를 IP 패킷으로 캡슐화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IPE(205)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캡슐화하고, 네트워크 정보 테

이블(NIT)은 IP 캡슐화 관리자(207)에 의해 생성된다. 캡슐화 관리자(207)가 전체 DVB-H 시스템(200)을 지원하는 동안,

IP 캡슐화기(205)는 단지 송신기(201)만을 지원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IP 캡슐화기는 수 개의 송신기를 지원함으로써

시스템(200)이 전형적으로 복수 개의 IP 캡슐화기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IPE(205)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251)을 송신기(201)로 전송한다. 트랜스포트 스트림(251)(예를 들면,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IP 서비스 정보(데

이터 콘텐츠) 및 프로그램 특이 정보/서비스 정보(PSI/SI, program specific information/service information)를 포함하

는데, PSI/SI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포함한다. 더욱이,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은 변동되어 송신기(201)및 중계기

(211)의 구성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주어진 실시예에서, 구성 관리자(209)는 관련된 셀 아이디(cell_id)를 이용하여 각 송신기(예를 들어 송신기(201))를 구성

하고, 관련된 네트워크 아이디(network_id), 셀 아이디(cell_id) 및 하부-셀 아이디(subcell_id)를 이용하여 각 중계기(예

를 들어 중계기(211))를 구성한다. 그러나, 구성 관리자(209)에 의해 제공된 구성은 전형적으로 변하지 않고(네트워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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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테이블에 포함된 정보와 비교해 볼 때), 또는 발생하는 변경은 변동하는 출력 전력과 같은 PSI/SI와의 어떤 동기화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관리자(209)는 통신 경로(257)를 통하여 송신기(201)를 구성하고 통신 경로(259)를 통하여 중계기

(211)를 구성한다.

DVB-H 시스템(200)을 위한 PSI/SI 정보는 중앙 집중식 PSI/SI 발생기에 의해 생성되고,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을 포함한

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은 DVB-H 시스템(200)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의 전체 목록을 포함하고, 이 목록은 관련된 주파수

에서 RF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변조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은 DVB-H 시스템(200)의 셀의

전체 목록을 포함하는데, 각 셀은 cell_id에 의해 식별된다.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자는 셀-주파수 목록 기술자

(cell-frequency list descriptor) 및 셀-목록 기술자(cell-list descriptor)이며, 이들은 각각 도 4b 및 4c와 관련되어 후

술된다.

PSI/SI 정보는 이동식과 고정식 수신기를 위해 디자인되어 왔으며, 무선 핸드헬드 단말기(206)로 하여금 해당 신호 내에

포함된 서비스를 발견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정보 및 이와 함께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은 송신기(201) 및 중계기

(211)를 통하여 전달되고, 실제 IP 서비스와 함께 송신된다.

PSI/SI 정보는 IPE 관리자(207)에서 관리된다. IPE 관리자(207)는 독점적(proprietary), 멀티캐스트 기반 프로토콜을 통

하여 통신 경로(204) 상에서 모든 IPE들(예컨대, IPE(205))로 구성을 푸싱(push)하는데, IPE들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서는 PSI/SI 생성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PSI/SI 정보가 변할 때마다, 모든 IPE는 이러한 정보를 거의 같은 시점에 수신하

고, 구성을 활성화한다(즉, PSI/SI 표(NIT를 포함)를 업데이트한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송신기

에 제공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TS)(251)의 일부분이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PSI/SI 정보 및 DVB-H 신호l(253) 내의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TPS,

transmission parameter signaling)의 정밀한 동기화가 변조기(201)에 의하여 실제로 이용되는 변조 파라미터를 갱신함

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은 변조기/송신기(201)에 의하여 무선 핸드헬드 단말기(206)

로 브로드캐스트된다. DVB-H 시스템(200)은 중앙 지점((예컨대, 망 요소 관리자(207))로부터 변조기의 대규모 네트워크

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도시된 실시예는 변조기(예컨대, 변조기(201))의 구성을 PSI/SI 생성기(예컨대, IPE 관리자(207)

와 관련된 IPE(205))의 구성과 함께 동기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DVB-H 시스템(200)은 수백 개의 변조기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 및 TPS 비트의 동기화가 달성될 수 있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은 우선 IP 캡슐화기(205)에 의해 네

트워크 정보 테이블을 트랜스포트 스트림 내에 캡슐화함으로써 생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멀티플렉서 또는

PSI/SI 삽입기를 이용할 수 있다. 송신기(201)는 트랜스포트 스트림(251)을 파싱하고,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을 독출하며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을 트랜스포트 스트림(251)으로부터 분리(역캡슐화)함으로써), 무선 신호(253) 상에서 브로드캐스

트되는 TPS 비트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 및 TPS 비트는 구성 관리자(209)로부터 관련된 매개변수

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항상 동기화된다.

각 변조기(예컨대, 송신기(201)에 상응하는 변조기)는 자신의 셀의 cell__id만을 이용하여 구성된다. 수신기(예컨대, 무선

핸드헬드 단말기(206))를 위하여 PSI/SI 정보를 변조하는 대신에, 송신기(201)는 계속 트랜스포트 스트림(251)으로부터

PSI/SI 정보를 파싱하고,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을 필터링해 내며, 자신의 셀(구성 관리자(209)에 의해 구성된 cell-id를 가

지는 셀)을 위하여 사용될 주파수 및 변조 파라미터들을 검색한다. 송신기(201)가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 내에 포함되는 변

조 파라미터의 변동을 검출할 때마다, 변조기는 이러한 매개변수를 실제 변조 프로세스 및 변조기(201)에 의하여 DVB-H

신호(253) 내에 포함된 TPS 시그널링을 위해 즉시 이용하기 시작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만일 어느 셀이 단일 주파수 네트워크(SFN)에서 동작하는 수 개의 변조기에 의하여 지원되면,

모든 변조기는 같은 cell_id를 가지고, 모든 변조기들은 서로 동기화된다.

도 2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 상응하는 셀은 주파수 편이 중계기(211)를 가지는 하부-셀을 가진다. 중계기(211)는 송신기

(201)로부터의 무선 신호(255)를 수신하고, 해당 무선 신호를 상이한 주파수 상에서 재송신한다. 하부-셀은 subcell__id

에 의하여 식별되는데, 이것은 cell_id가 확장된 것이며,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 내의 셀 목록은 해당 하부-셀에서 어떠한

주파수 및 변조 파라미터가 이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셀 또는 하부-셀이 부가적인 중계기(도 2에는 미도시이

며 신호를 수신하고 동일한 주파수에서 해당 신호를 재송신하는 중계기(주파수 천이가 없는 중계기))를 포함한다면, 이러

한 중계기들을 자동-구성하는 메커니즘은 주파수-천이 중계기들 용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이러한 주파수 중계기는 그

들이 중계하는 신호와 동일한 셀/하부셀 아이디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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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서 도시되는 실시예에서, DVB-H 시스템(200)은 PSI/SI 시그널링 및 실제 변조 파라미터가 실질적으로 모든 시간

에서 동기화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DVB-H 시스템(200)은 변조 파라미터가 단일 지점(예컨대, IPE 관리자(207))로

부터 구성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이것은 인터럽트가 발생되지 않은 채

핸드 오버(hand-over)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성(mobility)에 대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DVB-H 시스템(300)의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DVB-H 시스템(300)은 셀(301

내지 303)에 상응하는 영역 내의 서비스 통신 가능 범위(service coverage)를 제공한다. 송신기들(305, 307)(변조기를

포함)은 디지털 서비스를 셀(301) 내에 위치하는 무선 단말기에 제공한다. 송신기들(309, 311)은 셀(302) 내에 위치하는

무선 단말기에 디지털 서비스를 무선 신호를 브로드캐스트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신기(313)는 디지털 서

비스를 셀(303) 내에 위치하는 무선 단말기에 제공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각 셀에는 적어도 하나의 송신기가 할당됨으

로써 원하는 RF 통신 가능 범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송신기가 할당된다면 이들은 SFN 모드에서 동작한다.

도 3에서 도시되는 실시예에서, 셀은 중계기와 함께 구성됨으로써 추가적인 RF 통신가능범위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송신기(305 및 307)에 의하여 제공되는 RF 통신 가능 범위는 셀(301)의 전체 영역을 적절하게 포함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셀(301)은 하부-셀(351) 및 하부-셀(352)을 더 이용하여 구성되고, 셀(303)은 하부-셀(353)을 더 이용하여 구

성됨으로써 RF 통신가능범위 홀(coverage hole)을 채워넣을 수 있다. 하부-셀은 셀 아이디 및 더 나아가 하부-셀 아이디

를 할당함으로써 소정의 셀과 관련되며, 하부-셀 아이디는 셀 아이디가 확장된 것이다. 하부-셀을 정의하는 중계기는 항

상 주파수-천이 중계기이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중계기는 셀 송신기로부터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수신되는 무선신호를 재송신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계기(315)는 제1 주파수에서 송신기(305)로부터의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구성된 변조 파라미터에 따라서 제

2 주파수에서 해당 무선 신호를 재송신한다. 그러므로 중계기(315)는 주파수 천이 중계기라고 불릴 수 있다. 중계기(317)

는 중계기(315)로부터의 무선신호를 제2 주파수에서 수신하고, 제2 주파수에서 해당 무선신호를 재송신한다. 그러나, 중

계기(319)는 제1 주파수에서 송신기(305)로부터의 무선신호를 수신하고, 제1 주파수에서 해당 무선신호를 재송신한다.

(도 3에서, "FSR"는 주파수 천이 중계기를 나타낸다.)

도 4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의 일 포맷을 도시한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은

ETSI EN 300 468 "Digital Broadcasting(DVB); Specification for Service Information(SI) in DVB systems" 내에 도

시된 포맷과 호환된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은 네트워크 내의 셀들의 목록을 포함하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각 셀은 셀 아

이디에 의하여 식별된다.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은 셀-주파수 목록 기술자(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및 셀-목록 기술자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들은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

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의 다른 포맷을 이용할 수 있다.)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셀 주파수 목록 기술자의 일 포맷을 도시한다. 셀 주파수 링크 기술자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 내에 사용된다. cell_id 필드는 셀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16-비트 필드이다. 주파수 필드는 식별된 셀에 의하여

이용되는 메인 주파수를 식별하는 32-비트 필드이다. 코딩은 terrestrial__delivery_system_descriptor(도 4d에 도시된

바와 같은) 내의 중심 주파수의 코딩에 따른다. subcell_jnfo_loop_length 필드는 하부-셀에서 사용된 주파수를 표시하는

후속 루프의 바이트 단위의 전체 길이를 제공하는 8-비트 필드이다. cell_id_extension 필드는 소정 셀 내의 하부-셀을 식

별하기 위해 이용된다. transposer_frequency 필드는 전위기(transposer)에 의해 지시된 하부-셀에서 사용된 주파수를

식별하는 32-비트 필드이다. (전위기는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중계기(315)와 같은 주파수 천이 중계기 내에서 전형적

으로 이용된다.) 주파수의 코딩은 terrestrial_delivery_system_descriptor 내의 중심 주파수 코딩에 따른다.

도 4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셀 목록 기술자의 일 포맷을 도시한다. 셀 목록 기술자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과

함께 사용되고, 네트워크의 모든 셀의 목록을 제공한다. 셀 목록 기술자는 cell, subcell_info_loop_length 및 cell_id_

extension 필드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전술된 바와 같다. 또한, 셀 목록 기술자는 관련된 필드에서 셀 및 하부-셀의 가로

및 세로 위치를 포함한다.

도 4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지상 중계 시스템의 일 포맷을 도시한다. 지상 중계 시스템 기술자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에서 사용된다. 지상 중계 시스템은 셀 송신기의 변조기 또는 중계기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지상 중계 시스템 기술자는 bandwidth 필드, 콘스텔레이션 특성(constellation characteristics)을

특정하는 constellation 필드, 송신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hierarchy_information 필드, 내부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순방향 오류 정정) 기법을 특정하는 code_rate 필드, 및 OFDM 필드 내의 반송파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transmission_mode 필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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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e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주파수 목록 기술자의 일 포맷을 도시한다. 주파수 목록 기술자는 네트워크 정보 테

이블에서 사용되고, 다중 주파수 상에서 송신되는 특정 멀티플렉스(multiplex)를 위한 추가적인 주파수들의 목록을 제공

한다.

도 5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에 관련하고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내의

송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에 대한 비트 할당예를 도시한다. ETSI EN 300 468 "Digital Broadcasting(DVB); Specification

for Service Information (SI) in DVB systems" 가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위한 포맷을 규정한다. ETSI EN 300

744 v1.4.1 "Broadcast Video Broadcasting(DVB); Frame structure, channel coding and modulation for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및 ETSI TS 101 191 vl.3.1 "Digital Video Broadcasting(DVB); DVB mega-frame for Single

Frequency Network(SFN) synchronization" 이 송신 파라미터 신호를 위한 TPS 비트 할당의 일 포맷을 규정한다. (그러

나, 도시된 실시예는 시그널링 및 서비스 정보를 위한 다른 포맷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시된 실시예는 무선 핸드헬

드 단말기의 성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예를 들면 최종 열("DVB-H proposal")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른 TPS 할당을 지

원할 수도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TPS 시그널링 비트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일 실시예에서, TPS 비트는 셀 아이디 필드, 송신 모드 필드, 콘스텔레이션 필드, 코드율 필드, 가드 인터벌 필드, 및 계

층 필드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TPS 비트는 확장되어 타임 슬라이싱 플래그 및 MPE_FEC 플래그를 포함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변조기(603)의 구성을 지원하는 셀 송신기(201)를 도시한다. 송신기(201)는 PSI/SI

서비스 인터페이스(601), 변조기(603), 프로세서(605), 구성 자료 레지스터(607) 및 구성 인터페이스(609)를 포함한다.

인터페이스(601)는 트랜스포트 스트림(251)을 수신하는데. 트랜스포트 스트림(251)은 데이터 콘텐트 및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과 같은 서비스 정보를 포함한다. 변조기(603)는 트랜스포트 스트림(251)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신

호(255)를 변조한다. (도 6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송신기(201)는 전형적으로 변조기(603)의 출력을 주파수 변환하고

RF 신호를 증폭하는 회로부를 포함한다.)

프로세서(605)는 인터페이스(601)의 출력에 의해 제공된 바와 같은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파싱하고 수신된 셀 아

이디(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를 구성 데이터 레지스터(607)에 저장되는 구성된 셀 아이디와 비교한

다.

구성 관리자(209)(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는 통신 경로(257)를 통하여 구성 인터페이스(609)에 구성된 셀 아이디를 제

공한다. 프로세서(605)는 인터페이스(609)로부터의 구성된 셀 아이디를 검색하고, 구성된 셀 아이디를 구성 데이터 레지

스터(607)에 저장한다.

만일 수신된 셀 아이디가 구성된 셀 아이디와 같으면, 프로세서(605)는 구성 정보(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에 포함되는 바와

같은)를 분석하고, 변조 파라미터 중 일부가 이전에 수신된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로부터 변경되었는지 결정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변조 파라미터는 채널 대역폭, 송신모드, 코드율, 콘스텔레이션 패턴 및 가드 인터벌을 포함한다. 타임 슬라이

싱 지시자(time slicing indicator) 및 MPE-FEC 지시자와 같은 다른 변조 파라미터들도 지원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프로

세서(605)는 셀 아이디와 관련된 할당된 주파수를 추출하고, 할당된 주파수가 변경되었으면 해당 송신기를 재동조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송신기(201)는 단지 셀 아이디(cell_id)만을 이용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IP 주소, 이용자 이름 및 패

스워드와 같은 특정한 송신에 관련되지 않은 설정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송신기(201)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로부터 자

신의 구성(주파수, 변조 파라미터, TPS 정보)을 실시간으로 습득할 수 있다. 송신기(201)가 자신의 셀의 파라미터 내의 변

경을 검출할 때마다, 송신기(201)는 변조 파라미터들을 변경함으로써(그리고 그들을 TPS 비트 내에 어나운싱

(announcing)함으로써) 신규한 파라미터들을 이용하기를 즉시 개시하고, 신규한 주파수에서 송신을 개시할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변조기(703)의 구성을 지원하는 주파수 천이 중계기(315)를 도시한다. 중계기(315)

는 복조기(701), 변조기(703), 프로세서(705), 구성 인터페이스(707) 및 구성 데이터 레지스터(709)를 포함한다. 중계기

(315)는 셀 송신기(305)로부터 무선 신호(253)를 수신하고, 무선 신호(253)를 복조기(701)가 수행한 것과 같이 복조하고,

변조기(703)를 통하여 무선 신호(260)를 재송신한다. 중계기(315)가 주파수 천이 중계기이기 때문에, 무선 신호(253)의

주파수는 무선신호(260)의 주파수와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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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기(703)는 데이터 콘텐츠 및 무선 신호(253)에 포함된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에 따라서 무선 신호(260)를 변조한다.

또한, 프로세서(705)는 수신된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을 파싱하여, 변조 파라미터 중 일부가 변경되었는지 결정한다. 만약

그렇다면, 프로세서(705)는 변경된 변조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변조기(703)를 재구성한다.

주파수 천이 중계기(315)는 복조기(701)를 전형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중계기(315)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에 접근

하고, 변조기(603)로서 도 6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중계기(315)는 단지 network_id, cell_id

및 subcell_id 만을 이용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구성(그리고 구성 변경)은 착신 신호(incoming signal)를 수신하는데 관

련되고(특히, 변조기가 주파수를 변경시킬 경우에는 다시 착신 무선 신호를 검색하기 위하여 관련되고), 출력 무선 신호

(outgoing radio signal)를 생성하는데 관련된다. 착신 무선신호가 자신의 변조 파라미터를 변경할 경우에, 중계기(315)는

상이한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시도해 봄으로써 자동으로 신규한 파라미터에 적응된다. 착신 신호(253)가 그 주파수를 변

경할 경우에, 중계기(315)는 전체 신호 스캔(모든 가능한 변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작을

자신의 network_id 및 cell_id 와 일치하는 신호를 발견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당 무선신호가 발견되자마자(오직 하

나만이 존재할 수 있다), 중계기(315)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로부터 주파수 및 변조 파라미터들을 찾아내고, 재송

신을 개시한다. 중계기(315)가 정확한 착신 무선 신호(253)를 수신할 수 있게 되면, 중계기(315)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

(NIT)을 수신 및 복호할 수 있고, 원하는 출력 주파수 및 변조 파라미터들을 습득하고, 즉시 해당 파라미터들을 이용할 수

있다. 중계기(315)가 자신의 하부-셀의 파라미터 내에 변경이 발생함을 검출하면, 중계기(315)는 즉시 새로운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것을 개시하고( 및 그들을 TPS 비트 내에 어나운싱하는 것을 개시하고) 신규한 주파수에서 송신을 개시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변경된 일 실시예에서,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이 예를 들어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current_

next_indicator 또는 다른 유사한 신호에 의하여 착신 신호(253) 내에 어나운싱 된다면, 중계기(315)(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중계기(211)에 상응하는 것)는 "후속"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처리한다. "후속" NIT는 예컨대 중계기(315)가

재송신을 위해 수신하는 갱신된 주파수와 같은 갱신된 구성 정보를 포함한다. 중계기(315)는 갱신되는 구성 정보를 저장

하고, 갱신되는 구성 정보에 따라서 자신을 후속하여 구성한다.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예를 들면 중계기(315)는 갱

신되는 주파수에 동조된다. (갱신된 주파수는 사전에 구성된 주파수와 동일할 수 있고, 또는 사전에 구성된 주파수와는 상

이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송신기(305)가 갱신되는 주파수(착신 신호 253에 상응하는)를 이용하여 자신의 송신 주파수

를 변경하도록 재구성되면, 중계기(315)는 갱신된 주파수에 재동조된다. 그러나, 만일 중계기(315)가 갱신된 주파수에 재

동조된 이후에 착신 무선 신호(253)를 검색할 수 없으면, 중계기(315)는 할당된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 신호 스캐닝을 수행

함으로써 착신 신호(253)의 정확한 주파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만일 중계기(315)가 "후속" NIT를 수신하지 않으면,

중계기(315)는 신호 스캔을 수행할 수 있다. 변경된 실시예도 비-주파수 천이 중계기(예컨대, 중계기(317))를 지원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비-주파수 천이 중계기(예컨대, 도 3에 도시된 중계기(317)와 같은)는 오직 network_id, cell_id 및

subcell_id 만을 이용하여 구성되어야 한다(subcell_id는 중계기가 하부-셀의 신호를 중계할 경우에만 존재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비-주파수 천이 중계기는 셀 송신기(예컨대, 송신기(305))로부터 또는 주파수 천이 중계기(예컨대, 중계기

(315))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비-주파수 천이 중계기는 전형적으로는 복조기가 아니며, 적어도 TPS 비트들

을 복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비-주파수 천이 중계기는 중계기가 정합되는 network_id, cell_id 및 subcell_id를 발

견할 때까지 신호 스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세 개 파라미터들 모두가 TPS 비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만일 고유한 정합이 발견되면, 비-주파수 천이 중계기는 TPS 비트에 명시된 변조 파라미터를 이용하

여 신호를 중계할 수 있다. 만일 비-주파수 천이 중계기가 해당 TPS 비트를 복호할 수 없으면, 또는 정합되는 것 또는 다중

정합 결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중계기는 알람을 전송하고 중계기가 원격 연결(257)(예컨대, GPRS 통신 경로) 상에서 구성

관리자(209)로부터 수동으로 구성될 때까지 동작을 중지한다.

당업자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독출될 수

있는 관련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본 명세서에서 예시된 실시예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컴퓨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처리기, 및 관련된

주변 전자 회로부들일 수 있다.

본 발명이 본 발명을 수행하는 최적의 현존하는 실시예들을 포함하는 특정한 실시예들에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당업자

들은 전술된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다양한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변경들이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기술된 본 발명

의 기술적 사상에 여전히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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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내의 변조기 및 중계기를 구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하여 변조기에 의하여 이용되는 변조 파라미터들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기 위하여 이

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 및 이점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는 첨부된 도면을 고려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는 것에 의해 이해될 수 있

으며, 첨부 도면에서는 동일한 부재를 가리키기 위하여 동일한 부재 번호가 이용된다.

도 1은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트(Digital Video Broadcast, DVB-H)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DVB-H 시스템에 포함되는 변조기 또는 중계기를 구성하기 위한 아키텍쳐를 도시한

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DVB-H 시스템의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도 4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의 일 포맷을 도시한다.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셀 주파수 링크 기술자(cell frequency link descriptor)의 일 포맷을 도시한다.

도 4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셀 목록 기술자(cell list descriptor)의 일 포맷을 도시한다.

도 4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지상 중계 시스템 기술자의(terrestrial delivery system descriptor) 일 포맷을 도시

한다.

도 4e는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주파수 목록 기술자의 일 포맷을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며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에 관련된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에서의 송

신 파라미터 시그널링에 대한 비트 할당을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변조기의 구성을 지원하는 셀 송신기를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변조기의 구성을 지원하는 주파수 천이 중계기(frequency shifting repeater)를 도시

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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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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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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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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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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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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