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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의 방송 서비스 장치가, 영상 자원(source)으로부터 제공되는 영상을 이동통신망에 적
합하도록 포맷팅하는 포맷 변환기와, 상기 포맷 변환기로부터의 영상을 미리 결정된 전용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방송하
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상기 확산부호로 역확산하여 수신하는 이동국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broadcasting service, SCH, BCH, TV, FA, Walsh, quick paging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부가채널 설정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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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상기 도 2의 포맷변화기의 상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의 방송용 주파수(FA)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TV방송채널을 수신하기 위한 이동국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이 전용의 방송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절차를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TV방송채널을 수신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이 TV방송채널 수신중 음성 호에 대한 호출을 수신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TV방송채널 수신중 핸드오프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이 방송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의 TV방송채널 수신절
차를 보여주는 도면.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이 TV방송채널을 수신중 발생하는 핸드오프를 처리하기 위한 절
차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서비스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텔레비전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미래의 통신환경은 유선과 무선의 영역구분이나. 지역이나 국가의 구분을 초월한 만큼 급변하고 있다. 특히, IMT-20
00 등과 같은 미래 통신환경은 영상과 음성은 물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종합적으
로 제공하는 환경으로 구축되는 추세이다.

또한, 이동통신시스템의 발달은 현재 셀룰러폰(cellular phone)이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등에
서도 단순히 음성통신만을 수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문자 정보의 전송은 물론, 단말기를 이용해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
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해 있다.

한편, 동영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것을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디지털 텔레비전 시
스템은 종전에 단순히 영상(음성)만을 송출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디지털 정보가 가지는 잇점을 극대화하기 위
한 일련의 연구와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상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압축가공하고, 이 것을 보다 빠른 속도와 보다 풍부한 정보량으로 고속 고화질의 실
시간 전송을 위한 연구는 그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즉, 이러한 
디지털 동영상 정보의 송출과 수신이 유선방송을 비롯하여 지상파 방송 시스템(및 유선방송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
다.

    
그러나, 종래의 이동통신시스템과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은 양자의 잇점을 각각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 유기적 결합 내
지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각자의 고유한 지엽적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들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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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의 경우는 고화질의 영상과 다양한 부가정보를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에 국한하여 제공하는 형
편(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망을 통한 PC로의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음)이고, 이동통신시스템의 경우는 아직 음성 통화
와 문자정보 전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미래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디지털 동영상 정보를 단말기에게 제공하게 경우,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제안된 
부가채널(supplemental)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여기서, 상기 부가채널은 기지국과 단말기가 1:1로 통신하
는 전용채널(Dedicated Channel)이다. 따라서, 부가채널을 설정하려면 도 1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초기 시스템 획득시 이동국은 101단계에서 기지국으로부터 각종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오버헤드 메시지(Overhead Message)를 수신한다. 이후 패킷 서비스가 요구될 때 이동국은 103단계에서 서비스 
옵션(service option) 정보를 포함하는 발호메세지(origination Message)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
기 기지국은 105단계에서 상기 발호메세지에 대한 응답(Ack)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1
07단계에서 기본채널(Fundamental channel)을 할당하기 위한 확장 채널할당 메시지(Extended Channel Assignm
ent Message)를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과 기지국은 109단계에서 트래픽채널(기본채널)을 설정(setup)한다. 
그리고, 상기 트래픽채널을 설정한후, 상기 기지국은 111단계에서 부가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확장 부가채널 할당메세
지(Extended Supplemental Channel Message)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기본채널을 음성통화를 위한 물
리채널이고, 상기 부가채널은 패킷 통신을 위한 물리채널이다. 이후, 상기 이동국과 기지국은 113단계에서 상기 설졍된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데이터를 교환한다.
    

만일,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방송적인 개념이 강하고 과금이 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제안된 부가채널을 가지고 서비스할 경우 채널 설정에 따르는 시그널링 오버헤드와 많은 사
람들이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전용의 주파수(FA)를 사용하여 방송서비스를 이동국에게 제공
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미리 설정된 복수개의 월시부호들을 가지고 TV방송을 서비스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동국에게 음성호에 대한 호출을 퀵페이
징채널(quick paging channel)을 통해 알려주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들을 존베이스(Zone Base)로 관리하고, 
이 정보를 오버헤드 메시지로 이동국에게 알려주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채널 수신중 발생하는 핸드오프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 장치는, 영상 자원(source)으로부터 제공되는 영상을 
이동통신망에 적합하도록 포맷팅하는 포맷 변환기와, 상기 포맷 변환기로부터의 영상을 미리 결정된 전용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방송하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상기 확산부호로 역확산하여 수신하는 이동국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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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TV방송을 위해 전용의 주파수(FA : Frequency assignment)를 할당하는 기지국 장치
는, TV방송채널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채널부호기와, 상기 채널부호기의 출력을 인터리빙하는 인터리버와, 상기 인터리
버의 출력을 상기 TV방송채널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월시부호로 확산하여 출력하는 직교확산기와, 퀵페이징 지시들
(quick paging indicators)을 소정 반복횟수만큼 반복하여 출력하는 퀵페이징채널 송신기와, 상기 직교확산기의 출력
과 상기 퀵페이징채널 송신기의 출력을 가산하는 가산기와, 상기 가산기의 출력을 PN(Pseudorandom Noise) 확산하
여 출력하는 PN확산기와, 상기 PN확산기의 출력을 상기 전용의 주파수를 이용해 송신하는 RF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지국이 TV방송채널 데이터를 미리 결정된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방송을 위한 전용의 주
파수를 이용해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국 장치는, 상기 전용의 주파수로 튜
닝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RF부와, 상기 RF부의 출력을 상기 특정 TV방송채널에 대응하는 
확산부호로 역확산하여 출력하는 역확산기와, 상기 역확산기의 출력을 디인터리빙하는 디인터리버와, 상기 디인터리버
의 출력을 복호화하는 채널복호기와, 상기 채널복호기의 출력을 영상 복호화하여 출력하는 영상복호화기와, 상기 영상
보호화기의 출력을 소정 영상처리하여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는 영상처리부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음성호에 대한 
호출을 감시하기 위한 퀵페이징채널 감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지국이 TV방송채널 데이터를 미리 결정된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방송을 위한 전용의 주
파수를 이용해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국의 수신방법은, 사용자로부터 특정 
TV방송채널의 수신을 요구하는 키입력이 있을시 선택된 TV방송채널에 대응하여 미리 저장하고 있는 확산부호를 복조
기에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복조기가, 상기 전용의 주파수로 튜닝한 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상기 확산
부호로 역확산하여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한 방송 신호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지국이 TV방송채널 데이터를 미리 결정된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방송을 위한 전용의 주
파수를 이용해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국의 수신방법은, 상기 TV방송채널 
수신중에,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퀵페이징채널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음성호에 대한 호출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호출이 있을 시 상기 기지국의 정상 주파수(normal FA)로 튜닝한후 호출메세지를 수신하여 음성호 셋업을 수행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지국이 TV방송채널 데이터를 미리 결정된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방송을 위한 전용의 주
파수를 이용해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국의 수신방법은, 상기 TV방송채널 
수신중에, 핸드오프 발생시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 기지국들에 해당하는 영역(Zone)내에서의 핸드오프인지 검사
하는 과정과, 상기 영역내에서의 핸드오프인 경우, 동록절차 없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영역밖으로의 핸
드오프인 경우,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의 정상 주파수로 튜닝하여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를 분석하여 방송서비스의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핸드오프 전에 수신
하고 있던 방송신호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방송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대기상태로 진입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 4 -



공개특허 특2003-0013097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
은 생략한다.

이하 설명되는 본 발명은 기지국에서 미리 결정된 확산부호(또는 월시부호)로 확산된 TV방송을 별도의 방송용 주파수
(이하 FA2라 칭함)을 사용하여 전송하고, 이동국에서 호셋업 없이 상기 브로드캐스팅되는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상기 확산부호는 일예로, IMT-2000에서 153.6kbps의 부가채널(SCH : Supplemental Channel)의 
월시부호를 사용한다. 한편, TV방송을 송신하는 채널을 브로드캐스팅 채널(BCH : Broadcasting Channel)이라 칭한
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TV Broadcasting System) 201은 위성망 202나 지상파 방송망 203 또
는 유선망(Cable)을 통해서 가입자 단말기 204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송출한다. 상기 가입자 단말기 204는 상기 텔레
비전 방송시스템 201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영상 및 음성신호를 적절히 가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한다. 여기서, 상
기 텔레비전 방송시스템201은 동영상( 및 음성) 자원으로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일 수도 있고, 디지털 텔레비
전 방송 시스템일수도 있으며, 또 다른 동영상 자원일 수도 있다.
    

    
현재, 아날로그 방송분야는 NTSC, PAL, SECAM 등의 방식이 있고, 디지털 방송분야는 미국의 ATSC(Advance Tel
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 유럽의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방식, 일본의 디지털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상기 ATSC은 MPEG2(영상압축), 돌비AC3(음성압축), 8VSB(전송표준)을 채택하고 있고, 유럽의 DV
B방식은 MPEG2(영상압축), OFDM(전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ATSC방식을 사용하
고 있고, 위성방송은 DVB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은 영상 및 음성신호를 압축 디지털 데이터(비트 스트림)의 형태로 제공
하고, 여기에는 송수신에 관련된 적절한 전송규약이 정의되어 있다. 상기 전송규약을 만족하는 포맷의 디지털 방송정보
는 영상 및 음성 데이터는 물론, EPG(Electronic Program Guide)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가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MPEG2로 압축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경우를 하나의 예로서 설명할 것이다.

    
상기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 201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이면, 여기서 제공되는 영상자원은 MPEG2 규격의 압
축 부호화된 자원이므로 이것을 이동통신망에 적합한 영상규격(예 : MPEG4)으로 변환하는 포맷 변화기 205가 필요하
다. 한편, 상기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 201이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이라면, 여기서 제공되는 영상자원을 디지
털신호로 변환하고, 또 이동통신망에 적합한 소정의 포맷으로 변환하는 포맷 변환기205가 필요하다. 이러한 포맷 변환
기205는 상기 텔레비전 방송시스템201이 가지거나, 상기 이동통신망이 가지거나 혹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다.
    

    
상기 포맷 변환기205는 상기 텔레비전 방송시스템201로부터의 MPEG2 영상자원을 MGEG4이나, H.263이나 H.26X 
포맷으로 변환한다. 이것은 이동통신망 특성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실시하면 되므로, 상기한 포맷들에 한정되지 않는
다. 예를들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비트 전송율은 대략 19.236Mbps의 HD급이나. 6Mbps의 S
D급으로 고속 방송대역을 사용한다. 그런데, IMT-2000의 데이터 전송율은 최대 2Mbps(Pico Ceel인 경우) 내지 1
44kbps이므로, 최대 2Mbps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은 이절적인 망 특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신
호를 셀룰러폰(PCS폰, IMT2000폰)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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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MPEG2의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를 MPEG4 등 이동통신망에 적합한 신호로 포맷 변환하는 작업(transcodi
ng)이 요구되며, 상기 포맷 변환기205는 이와 같이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트랜스코딩을 담당하고, 또한 디지털 텔레
비전 정보 중에서 프로그램 가이드 정보(EPG)와 기타 부가정보들도 함께 포맷팅하여 이동통신망에 적합한 신호와 규
격을 따르도록 변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환된 디지털 영상 및 음성 데이터와 정보들은 이동통신망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MTSO(System Controll
er and Switch) 208에 선로209를 통해서 제공되고, 상기 MTSO 208은 상기 디지털 영상 및 음성정보들을 기지국2
11을 경유하여 가입자 단말기212로 송출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MTSO 208은 상기 기지국211의 상위 시스템들(M
SC, BSC 등)이 된다. 즉,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201의 영상 및 음성신호를 이동통신망에 적합한 신호 규격으로 변환하
여 이동통신망의 가입자 단말기 212로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셀룰러폰, PCS폰, IMT단말기)로 텔레비전 방송
을 시청할수 있다.
    

도 3은 앞서 설명한 포맷 변환기205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영상/음성 트랜스 코더(A/V Stream Trans Coder)302는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 301로부터 영
상 및 음성 스트림(stream)을 입력받아 이동통신망에 적합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이동통신망 303으로 제공한다. 상기 
A/V 스트림 트랜스 코더 302는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MPEG2의 디지털 영상(음성 포함) 자원을 예
를들어 MPEG4나 H.26L나 H.263나 H.26X의 포맷으로 변환하여 상기 이동통신망 303으로 제공한다. EPG변환프로
세서(EPG Conversion Processor)305는 상기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 301로부터 입력되는 MPEG2 규격에서의 EPG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이것을 해석하여 MPEG4에 해당하는 EPG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여 상기 이동통신망 303에 제
공한다. 상기 EPG변환 프로세서305는 EPG정보 즉 PSIP테이블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입력으로 해서 포맷 디코딩을 수
행하고, 이것으로부터 프로그램명이나 비트 전송율 등의 필요한 정보를 필터링하여 필요정보를 추출하며, 상기 추출된 
정보를 포맷변환(Contents Format Conversion)하여 무선 데이터 프로토콜을 만족하도록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
행한다. 데이터 변환프로세서(Data Service Conversion Processor)306은 상기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 301로부터 입
력되는 MPEG2 규격의 부가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이것을 해석하여 MPEG4에 해당하는 부가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
여 상기 이동통신망303으로 제공한다.
    

상기와 같이 이동통신망 303으로 제공되어진 텔레비전 영상 데이터는 기지국에서 미리 정해진 월시부호로 확산되어 전
용의 방송용 FA를 이용해 무선으로 방송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라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실시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
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의 방송용 주파수(FA)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을 보여준다. 이하 설명에서 각 
방송채널에 대응하는 채널송신기의 구성이 모두 동일하므로, 하나의 채널송신기를 예를들어 설명할 것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채널부호화기(channel encoder)411은 입력되는 M채널방송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채널부호화기는 길쌈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 및 터보부호기(Turbo Encoder)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인터리버(interleaver)421은 상기 채널부호화기411로부터의 부호심볼들 (codesd symbols)을 연집오류(burst 
error)에 강하도록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직교확산기(walsh spreader)431은 상기 인터리버421의 출력과 미리 정
해진 M방송용 직교부호를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예를들어, 길이 인 직교부호를 사용한다. K방송채널 및 S방송
채널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처리하여 이동통신시스템의 채널신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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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반복기491은 입력되는 퀵페이징 지시들(Quick Paging Indicators)을 미리 정해진 반복횟수(예 : 2X 또는 4X)만
큼 반복하여 퀵페이징채널 신호를 출력한다. 가산기441은 복수개의 직교확산기들(431 내지 43N)의 출력 및 상기 심
볼반복기491의 출력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PN발생기461은 기지국 구분용 코드인 PN코드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PN확
산기451은 상기 가산기441의 출력과 상기 PN발생기461에서 출력되는 PN코드를 곱해 확산하여 출력한다. 저역통과
필터(LPF)471은 상기 PN확산기451의 출력을 저역 필터링하여 출력한다. RF부481은 상기 저역통과필터471의 출력
을 반송파에 실어 안테나를 통해 송출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송신기는 TV방송용으로 전용의 주파수(FA)를 사용하고, 각 TV
방송채널에 대응하여 전용의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송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상기 확산부호는 cdma2
000 153.6kbps 월시부호를 사용한다. 한편, 상기 확산부호는 기지국과 이동국 모두 미리 알고 있는 부호이므로, 별도
의 통보없이도 이동국들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TV방송을 상기 확산부호를 이용해 수신할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TV방송채널을 수신하기 위한 이동국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주요 구성들을 위주로 설명할 것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제어부500은 상기 이동국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메모리516은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불휘발성 메모리 등을 포함한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디지털 전화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메모
리는 상기 무선전화기 동작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램(Rando
m Access Memory)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단축 다이알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되는 
전화번호 및 시스템 파라메터(system parameter) 등을 저장한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EEPROM을 사용할 수 있
다. 키입력부(key pad)517은 상기 제어부50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 키신호 및 데이터 입력을 위한 키신호
를 발생한다.
    

    
RF부501은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는 TV방송채널 데이터를 싣고 있는 래디오 주파수 신호를 주파수 하향 조정하여 출
력한다. 저역통과필터502는 상기 RF부501의 출력을 저역 필터링하여 출력한다. PN역확산기503은 상기 저역통과필터
502의 출력과 상기 탐색기515로부터 제공되는 PN코드를 곱해 PN역확산하여 출력한다. 직교역확산기504는 상기 PN
역확산기503의 출력과 사용자가 선택한 TV방송채널에 대응하는 월시부호를 곱해 직교역확산하여 출력한다. 디인터리
버(de-interleaver)505는 상기 직교역확산기504의 출력을 송신단에서 행한 인터리빙의 역의 과정으로 디인터링하여 
출력한다. 채널복호화기(channel decoder)506은 상기 디인터리버505의 출력을 복호하여 TV방송채널에 해당하는 영
상데이터를 출력한다. 상기 영상데이터는 예를들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PEG4, H.26L, H.262, H26X의 포맷을 
가지는 데이터이다. 이하 설명은 MPEG4를 예를들어 설명할 것이다.
    

    
영상부호화 및 복호화기 507은 MPEG4 디코더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기 채널복호화기506으로부터의 상기 MPEG4 영
상데이터를 복호하여 텔레비전 영상신호는 영상처리부508로 제공하고, 음성데이터는 음성처리부509로 제공한다. 상기 
영상처리부508은 표시부510 및 카메라511과 연결되며, 상기 영상부호화 및 복호하기 507로부터의 상기 텔레비전 영
상신호를 모니터510에 소정 처리를 통해 디스플레이시키고, 상기 카메라511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소정처리를 거쳐 
상기 영상부호화 및 복호화기507로 제공한다. 상기 음성처리부 509는 스피커512 및 마이크513과 연결되며, 상기 영
상부호화 및 복호하기 507로부터의 상기 음성데이터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소정처리를 통해 스피커513으로 
출력하고, 상기 마이크513을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음성을 소정 처리하여 출력한다.
    

    
퀵페이징(quick paging)신호감시부514는 상기 제어부514의 제어하에 소정 시간 주기로 깨어나(wake up) 퀵페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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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감시하고, 상기 이동국을 호출하는 호출지시(Quick paging indicator)가 수신시 이를 상기 제어부500에 통보
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500은 상기 이동국이 정상 주파수(normal FA)로 튜닝하여 기지국으로부터의 호출메세지를 
수신할수 있도록 해당 구성들을 제어한다. 여기서, 상기 호출지시가 80msec 퀵페이징 슬롯의 뒷부분 5msec에 위치할 
경우, 이동국이 다른 주파수로 튜닝하는 시간이 기본적이 걸리므로, 호출메세지의 30msec 프레임을 유실할수 있다. 이
런 경우 이동국은 다음 페이징 슬롯(예 : SI-> 2인 경우 5.12초)에 수신하면 된다.
    

    
탐색기515는 상기 제어부500의 제어하여 서비스 기지국을 포착(aquisition)하기 위해 인접 기지국들의 수신세기를 감
시한다. 상기 기지국 포착은 초기 시스템 포착 혹은 핸드오프시 수행되는 포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상기 탐색기
515은 기지국 포착시 상기 포착된 기지국에 해당하는 PN코드를 상기 PN역확산기503으로 제공하여 상기 이동국이 상
기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할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상기 탐색기515는 TV방송서비스 중에 일정한 탐색 레이트(searc
h rate)로 탐색을 수행하고, 동일 영역(Zone)내의 핸드오프인 경우 단독으로 핸드오프를 수행하고, 영역 밖으로 이동
한 경우에는 시스템 초기화를 수행할수 있도록 상기 제어부500에 통보한다. 여기서,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 기지
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상기 동일 영역으로의 핸드오프라 함은 초기 시스템 획득시 수신한 오버헤드 
메시지에 포함된 방송을 지원하는 인접기지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인접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를 의미한다. 이 경
우, 상위에 보고 없이 상기 탐색기515가 단독으로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지국이 TV방송용을 위한 복수개의 전용의 코드채널들을 가지고 TV방송을 브로드
캐스팅하고, 이동국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TV방송에 해당하는 확산부호를 이용해 원하는 TV방송을 수신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도면으로 도시하면 첨부된 도면 도 6과 같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기지국은 601단계에서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기지국 리스트를 포함하는 오버헤드 메시지
를 송신한다. 이동국은 이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여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지국들을 알수 있다. 한편, 기지국은 
603단계에서 미리 정해진 확산부호를 이용해 TV방송채널을 브로드캐스팅한다. 이때, 기지국은 상기 TV방송채널을 방
송용으로 정해진 전용의 주파수(FA)를 이용해 송신한다. 이때. 사용자가 특정 TV방송채널의 수신을 요구하면, 이동국
은 상기 전용의 주파수로 튜닝하여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신호를 상기 확산부호로 역확산하여 수신한다. 즉, 방송신호
를 수신하기 위한 셋업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방송용으로 전용의 확산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확산부호를 알고 있
는 모든 이동국들이 동시에 TV방송을 수신할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의 동작을 상세히 살펴본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TV방송채널을 수신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이동국은 동기채널(sync channel)을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기본 시스템 정보(
시스템 인식 번호, 네트워크 인식번호, PN_OFFSET값, 320ms이후의 롱코드스테이트에 대한 정보, 페이징 채널 데이
터 레이트)를 포함하는 동기 메시지(Sync Channel Message)를 수신한다. 그 다음 711단계에서 호출채널(Paging C
hannel)을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할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접속을 위한 정보, 이웃 기지국 정보, 
로밍 정보, 채널 정보 등을 포함하는 부가정보메세지들(Overhead Messages)을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71
3단계에서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를 분석 및 상기 메시지내의 각종 파라미터들을 메모리516에 저장한다. 이후, 상기 이
동국은 715단계에서 위치등록을 수행한후, 719단계에서 대기상태로 진입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719단계에서 사용자의 키입력에 의한 TV방송채널 수신요구가 있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TV방송채널 수신요구가 검출될 시 상기 이동국은 표시부510에 TV방송채널 선택요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한다. 가령 

 - 8 -



공개특허 특2003-0013097

 
수신할수 있는 복수개의 TV방송채널들의 목록들을 디스플레이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723단계에서 특정 TV방송
채널을 선택하는 키입력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특정 TV방송채널을 선택하는 키입력이 감지되면 상기 이동
국은 725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TV방송채널 선택요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상기 721단
계로 되돌아간다.
    

한편, 상기 특정 TV방송채널을 선택하는 키입력이 감지될 시 상기 이동국은 상기 725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방송채널
을 수신할수 있도록 복조기를 할당한다. 즉, 미리 알고있는 TV방송채널용 확산부호(월시부호)들중 선택된 방송채널에 
대응하는 월시부호를 상기 직교역확산기504에 할당하여 TV방송채널의 수신준비를 완료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727단계에서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TV방송채널을 수신 및 소정 영상처리를 통해 상기 표시부510에 디스플레이한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이동국은 TV방송채널용 확산부호를 미리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의 특정 TV방송 시청요구가 있
을시 해당 확산부호를 복조기에 할당하여 해당 TV방송채널을 수신할수 있다. 여기서, 이동국이 TV채널용 확산부호를 
미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예로 이동국의 시스템 초기 획득시 혹은 호셋업시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가 TV시청중에 음성 호(voice call)를 수신할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퀵페이징(quic
k paging) 방식을 이용하여 구현할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이 TV방송채널 수신중 음성 호에 대한 호출을 수신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이동국은 811단계에서 TV방송채널 수신모드를 수행하고, 813단계에서 타이머를 구동시킨다. 
이 타이머는 상기 퀵페이징 신호감시기 514가 기지국으로부터의 퀵페이징 신호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설정된 타
이머이다. 이후, 상기 이동국은 815단계에서 퀵페이징신호 감시를 위한 설정시간에 도달되었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
기 설정시간에 도달시 상기 이동국은 817단계로 진행하여 퀵페이징 채널을 복조하고, 819단계에서 상기 퀵페이징 채
널을 통해 호출신호(quick paging indicator)가 수신되는지 검사한다. 여기서, 상기 설정시간은 슬롯인덱스( 예 : SI
-> 0인 경우 1.28초)로 정의된다. 즉, 상기 이동국은 상기 슬롯인덱스마다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호출신
호를 감시한다.
    

만일, 상기 호출신호가 수신될 시 상기 이동국은 821단계로 진행하여 정상 주파수(Normal FA)로 튜닝하여 기지국으
로부터 호출채널(paging channel)을 통해 호출메세지(paging message)를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823단계
에서 상기 호출메세지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음성통신을 위한 트래픽채널을 할당받아 설정한다. 
이후, 상기 이동국은 823단계에서 상기 설정된 트래픽채널을 통해 상기 기지국과 음성통신을 수행한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이동국은 슬롯인덱스(slot index)주기로 TV방송용 FA로부터 수신되는 퀵페이징 채널을 감시(
monitoring)한다. 이미, TV방송을 지원하는 영역(Zone)으로 진입해서 이동국이 등록을 한후이므로, 시스템은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되어야 할 호가 있을시 상기 TV방송을 지원하는 영역(Zone)에 존재하는 모든 기지국들로 퀵페이징을 
지시하고, 호출메세지를 상기 모든 기지국들로 전송한다. 이동국은 상기 퀵페이징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퀵페이징지시(
quick paging indicator)가 자기 것으로 판단되면 TV방송채널 수신을 중단하고, TV방송채널의 수신을 중단하고 정상 
주파수로 튜닝하여 상기 호출메세지를 수신한다. 그리고, 호를 셋업한후 음성통화를 수행한다. 여기서, 퀵페이징 채널
을 TV방송용 주파수에 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예로 상기 퀵페이징 채널을 상기 정상 FA에 구성할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이동국은 상기 슬롯인덱스 주기로 정상 FA(normal FA)로 튜닝하여 상기 정상 FA로부터 수신되는 
퀵페이징채널을 감시한후 상기 TV방송용 FA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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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TV방송채널 수신중에 발생하는 핸드오프이다. 기본적으로, 본 발명은 TV방
송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 등록을 한번만 하고, 상기 영역내에서 아이들 핸드오프(Idle Handoff)를 할때는 
등록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TV방송채널 수신중 핸드오프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먼저 이동국은 911단계에서 TV방송채널 수신모드를 수행하고, 913단계에서 핸드오프 발생을 
감지하면 915단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상기 915단계에서 동일 영역(Zone)내의 핸드오프인지를 검사
한다. 여기서, 존(zon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복수개의 기지국들을 구비하는 제어국의 관할 영역
으로 정의한다. 만일 동일 영역내의 핸드오프라 판단되면, 상기 이동국은 917단계로 진행하여 핸드오프를 무시하고 등
록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 제어국에 속한 기지국들은 통상 유사한 시스템 정보를 갖기 때문에, 등록절
차를 수행하지 않고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통신을 수행할수 있다.
    

    
한편, 동일 영역내의 핸드오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기 이동국은 919단계로 진행하여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의 정상 
주파수(Normal FA)로 튜닝하여 호출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921
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오버헤드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각종 파라미터들을 메모리 516에 저장한다. 
상기 메시지를 분석한 후, 상기 이동국은 923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이 TV방송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
부를 검사한다. 즉, 오버헤드 메시지에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기지국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여기
서, 상기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기지국 리스트는 예를들어, 이미 알려져 있는 PNLM(Private Neighbor List M
essage)를 이용해 구현한다.
    

만일, 상기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이 TV방송 서비스를 지원하면, 상기 이동국은 계속해서 방송채널 수신하기 위해 상기 
911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925단계로 진행하여 대기상태로 진입한다. 여기서, 이동국은 주파수를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에서 지원하는 방송용 FA로 튜닝하고,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었던 TV방송채널의 확산부호를 복조기에 할당
하여 TV방송채널을 수신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전반적인 동작을 기지국과 이동국간에 송수신되는 신호들을 가지고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이 방송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의 TV방송채널 수신절
차를 보여준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파워온(power on) 혹은 셀 이동으로 인한 초기 시스템 포착시, 이동국은 1001단계에서 기지
국으로부터 호출채널을 통해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는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
접기지국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즉, 상기 기지국은 방송서비스를 지원할수 없다. 이후, 1003단계에서 사용자의 
의한 TV방송채널 수신요구가 있으면, 상기 이동국은 1005단계에서 표시부510으로 방송서비스 영역이 아님을 디스플
레이한다.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이 TV방송채널을 수신중 발생하는 핸드오프를 처리하기 위한 절
차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이동국은 1101단계에서 호출채널(Paging Channel)을 통해 기지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할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오버헤드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는 TV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기지국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상기 기지국은 TV방송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다. 이후, 이동국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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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단계에서 사용자의 키입력에 의한 TV방송채널 수신요구를 수신한다. 상기 TV방송채널 수신요구 수신시, 상기 이동
국은 1107단계에서 TV방송채널 목록을 디스플레이한다. 예를들어, 도시된 바와 같이, " 1.MBC 2.SBS 3.KBS 4.SPO
RTS" 를 디스플레이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1109단계에서 사용자에 의해 특정 방송채널을 선택하는 키입력을 감
지한다.
    

    
그러면, 이동국은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TV방송채널에 해당하는 확산부호를 복조기에 할당하여 TV방송채널 수신준비
를 완료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1111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TV방송채널을 브로드
캐스팅 채널(BCH)을 통해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TV방송채널 수신중에 셀이 변경되어도 동일 영역(Zone)이라면 이
동국의 탐색기515가 단독으로 소프트핸드오프(soft handoff)를 수행한다. 만일, 현재 서비스중인 기지국의 방송용 F
A와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의 방송용 FA가 상이하면 하드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 경우, 약간의 통신두절이 발생하지만, 
사용자의 다른 조치없이 계속해서 TV방송채널을 수신할수 있다.
    

    
이후, 이동국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은 1115단계에서 주파수를 대상 기지국의 정상 FA로 튜닝
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111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호출채널을 통해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여 분석한다. 
여기서,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는 TV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기지국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상기 기지국은 T
V방송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다. 상기 오버헤드를 메시지를 분석하여 각종 파라미터를 저장한후, 상기 이동국은 1119단
계에서 오버헤드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 상기 기지국에 접근하여 위치등록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1121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의 TV방송용 FA로 튜닝하여 수신하고 있었던 TV방송채널을 계속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
터 수신한다.
    

    
상기 TV방송채널 수신중 음성호에 대한 호출이 있을 경우, 상기 이동국은 112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퀵페이
징채널을 통해 호출신호(퀵페이징지시)를 수신한다. 상기 퀵페이징지시를 수신한 이동국은 1125단계에서 정상 FA로 
튜닝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호출채널을 통해 호출메세지를 수신한다. 다시말해, 이동국이 슬롯인덱스 주기로 퀵페이
징채널을 통해 퀵페이징지시가 수신되는지 감시하고, 수신된 퀵페이징지시가 자신의 것이면 정상 FA로 튜닝하여 호출
채널을 통해 호출메세지를 수신한다. 호출메세지를 수신한후, 상기 이동국은 1129단계에서 기지국과 교섭을 통해 음성
호를 위한 채널을 설정한다. 그리고, 1131단계에서 상기 설정된 채널을 통해 음성트래픽을 교환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를들어,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TV방송용으로 전용의 주파수(FA)를 
할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정상 주파수(normal FA)를 통해 TV방송을 서비스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 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이동통신 이동국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수 있다. 한편, 전용의 방송채널을 구현하여 많은 서비스 가입자들이 동시에 
특정채널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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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영상 자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영상을 이동통신망에 적합하도록 포맷팅하는 포맷 변환기와,

상기 포맷 변환기로부터의 영상을 미리 결정된 전용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방송하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상기 확산부호로 역확산하여 수신하는 이동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시스템의 방송 서비스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영상을 방송을 위해 전용으로 할당된 주파수(FA : Frequency assignment)를 이용해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방송 서비스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부호는 월시부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방송 서비스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자원은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방송 서비스 장치.

청구항 5.

TV방송을 위해 전용의 주파수(FA : Frequency assignment)를 할당하는 기지국 장치에 있어서,

TV방송채널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채널부호기와,

상기 채널부호기의 출력을 인터리빙하는 인터리버와,

상기 인터리버의 출력을 상기 TV방송채널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월시부호로 확산하여 출력하는 직교확산기와,

퀵페이징 지시들(quick paging indicators)을 소정 반복횟수만큼 반복하여 출력하는 퀵페이징채널 송신기와,

상기 직교확산기의 출력과 상기 퀵페이징채널 송신기의 출력을 가산하는 가산기와,

상기 가산기의 출력을 PN확산하여 출력하는 PN확산기와,

상기 PN확산기의 출력을 상기 전용의 주파수를 이용해 송신하는 RF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기지국들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오버헤드 메시지인 사적이웃리스트메시지(Private Neigh
bor List Message)를 정상 주파수를 이용해 송신하는 호출채널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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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기지국이, TV방송채널 데이터를 미리 결정된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방송을 위한 전용의 주파수(FA : Frequency ass
ignment)를 이용해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국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용의 주파수로 튜닝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RF부와,

상기 RF부의 출력을 상기 특정 TV방송채널에 대응하는 확산부호로 역확산하여 출력하는 역확산기와,

상기 역확산기의 출력을 디인터리빙하는 디인터리버와,

상기 디인터리버의 출력을 복호화하는 채널복호기와,

상기 채널복호기의 출력을 영상 복호화하여 출력하는 영상복호화기와,

상기 영상보호화기의 출력을 소정 영상처리하여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는 영상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음성호에 대한 호출을 감시하기 위한 퀵페이징신호 감시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부호는 월시부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복호화기는 MPEG4 복호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기지국이, TV방송채널 데이터를 미리 결정된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방송을 위한 전용의 주파수(FA : Frequency ass
ignment)를 이용해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국의 수신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특정 TV방송채널의 수신을 요구하는 키입력이 있을시 선택된 TV방송채널에 대응하여 미리 저장하고 있
는 확산부호를 복조기에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복조기가, 상기 전용의 주파수로 튜닝한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신호를 상기 확산부호로 역확산하여 수신
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한 방송 신호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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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부호는 월시부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TV방송채널 수신중에,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퀵페이징채널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음성호에 대한 호출이 있는
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호출이 있을 시 상기 기지국의 정상 주파수(normal FA)로 튜닝한후 호출메세지를 수신하여 음성호 셋업을 수행
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TV방송채널 수신중에, 핸드오프 발생시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 기지국들에 해당하는 영역(Zone)내에서의 
핸드오프인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영역 내에서의 핸드오프인 경우, 동록절차 없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영역 밖으로의 핸드오프인 경우,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의 정상 주파수로 튜닝하여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
정과,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를 분석하여 방송서비스의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핸드오프 전에 수신하고 있던 방송신호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방송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대기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TV방송을 위해 전용의 주파수(FA : Frequency assignment)를 할당하는 기지국에서 상기 TV방송을 송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TV방송채널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부호심볼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부호심볼을 상기 TV방송채널에 대응하여 미리 정해진 확산부호로 확산하여 상기 TV방송에 대한 채널신호를 생
성하는 과정과,

퀵페이징 지시들(quick paging indicators)을 소정 반복횟수만큼 반복하여 퀵페이징채널 신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TV방송에 대한 채널신호와 상기 퀵페이징채널 신호를 가산하는 과정과,

상기 가산된 신호를 PN확산하는 과정과,

상기 PN확산된 신호를 상기 전용의 주파수를 이용해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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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접기지국들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오버헤드 메시지를 정상 주파수(Normal FA)를 이용해 송
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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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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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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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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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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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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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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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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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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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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