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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한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

법은,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는 도중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의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기

준값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크면, 상기방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면서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크지 않으면, 이동통신 기

지국으로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절차 수행 시작을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

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대한 수락 메시지를 받으면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목적 방송 송출기로의 핸드오

버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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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단말이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면서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의 방송 서비스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값과 비

교하는 과정과,

상기 측정한 수신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크면, 상기 방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면서 상기 수신 신호의 세

기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측정한 수신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으로 상기 방송 시스템의 핸드

오버 수행 시작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 요청에 대한 수락 메시지를 받으면,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

로부터 목적 방송 송출기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수락 메시지로부터 상기 목적 방송 송출기의 앙상블에 대한 정보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앙상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 방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

행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방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후,

상기 목적 방송 송출기로부터의 고속정보채널(FIC)을 복조하지 않고, 주서비스 채널(MSC)을 복조하여 상기 방송 서비스

의 서비스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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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중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후보 앙상블들을 찾는 과정과,

상기 후보 앙상블들이 존재한다면,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고속정보채널(FIC)을 통해 수신한 서비스 정보(SI) 중 앙

상블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역정의(Region Definition)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후보 앙상블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

정과,

상기 우선 순위가 높은 앙상블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앙상블의 수신 신호의 세기를 상기 기준값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한 앙상블의 수신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크다면 상기 선택한 앙상블을 가지는 목적 방송 송출기로 핸드

오버를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한 앙상블의 수신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음 우선 순위를 가지는 앙상블의 수신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핸드오버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에 가까운 순서에 따라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6.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이 단말의 핸드오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자신의 셀 영역내에서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

버 수행을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메시지에 따라 상기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리 설정된 방송 송출기 위치맵을 이용하여 상기 단말이 방송 시

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할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핸드오버 수행을 수락하는 수락 메시지

를 상기 단말에게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면, 상기 핸드오버 수행을 거절하는

거절 메시지를 상기 단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수락 메시지에 상기 단말이 핸드오버 할

목적 방송 송출기의 앙상블에 대한 정보를 실어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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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락 메시지에 데이터 복조를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를 더 실어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복조를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는,

방송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할 목적 방송 송출기의 주서비스 채널(MSC) 데이터를 복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중화구성 정보

(MCI)임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위치는,

상기 단말이 주변의 다른 기지국들의 신호를 수신한 시간 정보를 이용하거나, 상기 단말에 구비되는 위성항법 장치(GPS)

를 이용하여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이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12.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단말이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방송 서비스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 신호세기 측정부와,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미리 정해진 기준값과 비교하여,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작으면, 상기 단말이

속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으로 상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을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대한 수락 응답을 받으면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목적 방

송 송출기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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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목적 방송 송출기의 앙상블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앙상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 방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방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후,

상기 목적 방송 송출기로부터의 고속정보채널(FIC)을 복조하지 않고, 주서비스 채널(MSC)을 복조하여 상기 방송 서비스

의 서비스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수신중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후보 앙상블들을 찾고, 상기 후보 앙상블들이 존재한다면,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

로부터 고속정보채널(FIC)을 통해 수신한 서비스 정보(SI) 중 앙상블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역정의(Region Definition)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후보 앙상블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상기 우선 순위가 높은 앙상블을 선택하고, 상기 신호세기 측정부에서 측정한 상기 선택한 앙상블의 수신 신호의 세기를

상기 기준값과 비교하여, 상기 선택한 앙상블의 수신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크다면 상기 선택한 앙상블을 가지는

목적 방송 송출기로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상기 선택한 앙상블의 수신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음 우선 순위를 가지는 앙상블의 수신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핸드오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순위는,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에 가까운 순서에 따라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의 데이터를 복조하여 주서비스 채널(MSC) 데이터와 고속 정보채널(FIC) 데이터로 구분하고,

상기 FIC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중화 구성정보(MCI)와 서비스 정보(SI)를 검출하는 제어정보 처리부와,

상기 제어정보 처리부로부터 전달된 상기 MCI와 상기 SI를 이용하여 상기 MSC 데이터를 각 서비스 별로 복호하는 데이터

처리부와,

상기 복호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단말기 화면에 필요한 형태로 출력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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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이 단말의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셀 영역 내에 있는 상기 단말로부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을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며, 핸드오버의 수행을

수학하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에게 전송하는 송수신부와,

주변 방송 송출기들의 위치를 나열한 방송 송출기 위치맵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부와,

상기 요청 메시지에 따라 상기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방송 송출기 위치맵을 이용하여 상기 단말이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할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며, 상기 단말이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

단되면, 상기 핸드오버 수행을 수락하는 수락 메시지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단말에 전달하고,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면, 상기 핸드오버 수행을 거절하는

거절 메시지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단말에 전달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단말이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수락 메시지에 상기 단말이 핸드오버

할 목적 방송 송출기의 앙상블에 대한 정보를 실어서 상기 단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수락메시지에 데이터 복조를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를 더 실어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위치는,

상기 단말이 주변의 다른 기지국들로부터 신호를 수신한 시간 정보를 이용하거나, 상기 단말에 구비되는 위성항법 장치

(GPS)를 이용하여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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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의 위치가 상기 단말이 현재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서빙 방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

하여 핸드오버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수행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

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오디오 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이하 "DAB"라 칭함) 시스템은 유럽에서 기존의

AM 및 FM 방송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접근한 오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이다. 상기 DAB 시스템의

프레임 구조에 대한 설명은 하기와 같다.

도 1은 일반적인 DAB 시스템의 프레임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DAB 프레임(101)은 동기채널(102)과 고속 정보 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 이하 "FIC" 라 칭함)(103)과 주서

비스 채널(Main Service Channel, 이하 "MSC"라 칭함)(104)로 구성된다. 상기 DAB 프레임(101)은 1개의 Null 심볼과

76개의 심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OFDM"라 칭함) 심볼은 Null 심볼이며, 두 번째 OFDM 심볼은 위상 참조 심볼(Phase Reference Symbol: 이하 "PRS"라

칭함)이다. 상기 첫번째 Null 심볼에는 전송되는 신호가 없으므로 Null 심볼 구간 동안의 에너지는 다른 심볼의 전송구간

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수신기는 에너지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기 Null 심볼 구간을 찾아냄으로써 프레임의

시작 시점을 찾을 수 있다. 상기 두번째 심볼, PRS는 데이터 복조를 위해 필요한 위상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두 심볼이 구

성하는 채널이 상기 동기 채널(102)이며, 상기 동기 채널(102)은 DAB 프레임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앞부분의 두 심볼 구

간이다. 상기 동기 채널(102) 이후는 FIC(103) 구간이며 3개의 심볼이 FIC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머지 72개의 심

볼은 MSC(104)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FIC(103)는 고속 정보 블록(Fast Information Block : 이하 "FIB"라 칭함)(105)으로 구성되며 상기 하나의FIC(103)

를 통해 전송되는 FIB(105)의 개수는 전송모드에 따라 다르다. 전송모드는 총 4가지가 가능하며, 전송모드 1의 경우는 12

개, 전송모드 2의 경우는 3개, 전송모드 3의 경우는 4개, 전송모드 4의 경우는 6개이다. 상기 FIB(105)는 총 256 비트 길

이이며, 상기 FIB(105)는 FIB 데이터(106) 240 비트와 CRC(Cyclic Redundancy Check)(107) 16 비트로 구성된다. 상기

FIB 데이터(106)는 다시 여러 개의 고속 정보 그룹(Fast Information Group: 이하 "FIG"라 칭함)(108)으로 구성된다. 상

기 FIG(108)는 FIG 헤더(109)와 FIG 데이터 구간(110)으로 나누어진다. 상기 FIG 헤더(109)는 FIG 데이터 구간(110)에

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알려주는 FIG 타입(111)과 FIG 데이터 구간(110)의 길이를 알려주는 FIG 길이(112)로 구성

되어 있다. 상기 FIG(108)는 FIB 데이터(106) 구간을 통해 전송되는데 전송할 FIG(108)의 총 길이가 FIB 데이터(106)의

길이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종료 지시자(113)를 통해 유효한 데이터 구간의 끝을 알려주고 나머지 구간은 0으로 채운다.

상기 종료 지시자(113)는 8 비트이며 모두 1인 값이다.

상기 MSC(104)는 전송할 데이터가 자리하는 구간으로 공용 인터리브 프레임(Common Interleaved Frame, 이하 "CIF"

라 칭함)(114)으로 구성되며 상기 CIF(114)의 개수는 전송모드에 따라 다르다. 전송모드1의 경우는 4개, 전송모드 2와 3

은 1개, 전송모드 4는 2개의 CIF가 하나의 MSC로 전송된다. 상기 CIF(114)는 길이가 55296 비트이며 다수의 서브채널

(115)로 구성된다. 상기 전송할 서브채널들이 CIF의 길이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구간은 0으로 채운다.

상기 FIC로 전송되는 정보는 교통 정보나 응급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FIC 데이터 서비스 신호와, 다중화 구성 정보

(Multiplex Configuration Information: 이하 "MCI"라 칭함)와, 서비스 정보(Service Information: 이하 "SI"라 칭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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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CI는 MSC를 구성하는 각 서브채널에 대한 위치와 길이 정보, 그리고 각 서브채널의 채널 부호화율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상기 MCI는 하나의 앙상블(Ensemble)을 통해 전송되는 서비스의 목록을 전송한다. 또한 상기 MCI는 하

나의 앙상블을 통해 여러 서비스가 전송됨에 있어서 상기 각 서비스들이 어떠한 서비스 컴포넌트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상기 MCI는 상기 각 서비스들이 하나 혹은 여러 서비스 컴포넌트들과 연결됨에

있어서 상기 각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어떠한 서브채널을 통해 전송되는지, 그 연결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상

기 MCI는 상기 다중화 정보들이 재구성되었을 때에 재구성된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SI는 상기 MCI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상기 SI에는 서비스 컴포넌트에 관한 정

보와 시간 및 국가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 관련한 정보 등 현재 전송하고 있는 앙상블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

보가 포함된다. 또한 상기 SI에는 주파수 정보(Frequency Information: 이하 "FI"라 칭함), 송출기 식별 정보(Transmitt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이하 "TII"라 칭함), 다른 앙상블 정보(Other Ensemble: 이하 "OE"라 칭함), 서비스 링크 정보

(Service Linking), 지역 경계에 대한 정보(Region Definition) , 지방 서비스 영역 정보(Local service area) 등 다른 앙상

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상기 FIC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FIC를 통해서 상기 제어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보내는 서비스의 신호를 말하며 상기 FIC

데이터 서비스의 종류로는 페이징(Paging), 교통 정보 채널(Traffic Message Channel: 이하 "TMC'라 칭함), 응급 경보

시스템(Emergency Warning Systems: 이하 "EWS"라 칭함) 등이 있다. 상기 데이터 서비스가 FIC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를 고속 정보 데이터 채널(Fast Information Data Channel: 이하 "FIDC"라 칭함)이라 한다.

상기 MCI와 SI와 FIDC는 FIG의 데이터부분으로 전송되며 FIG의 헤더에는FIG 데이터 부분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따라

각각 다른 값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수신기에서는 상기 헤더를 통해 FIG의 데이터 부분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무

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상기 FIG는 전송할 데이터의 양에 따라 그 길이가 가변적이며 각 FIG의 길이에 대한 정보 또한

FIG 헤더를 통해 알 수 있다. 상기 여러 타입의 FIG는 다중화되어 하나의 FIC를 구성한다.

상기 MCI와 SI는 수신기가 DAB 신호를 수신하고 복조하여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수신기는 상기 MCI와 SI를 이용하여 MSC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각 서비스별로 복조한 후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는 상기 DAB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고정된 위치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이동 환경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상

기 사용자가 고정된 위치에서 DAB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는 상기 서비스의 신호를 송출하는 DAB

송출기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하여 시간적으로 수신신호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러나 상기 사용자가 이동 중 DAB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와 상기 서비스 신호를 송출하는 DAB 송출기와의 거리는 변화하게 된다. 따라

서 단말기가 수신하는 DAB 송출기로부터의 신호는 시간적으로 그 수신 상태가 변화하게 된다.

상기 DAB 송출기는 상기 기술한 DAB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상기 DAB 송출기가 전송하는 DAB 프레임을 하나의 앙상블

이라 칭한다. 상기 DAB 송출기의 신호인 앙상블은 송출기의 송출전력에 따라 신호가 도달하는 영역이 한정된다. 상기 송

출기의 신호가 도달하는 영역을 상기 송출기의 서비스 구역이라 칭한다. 그리고 상기 앙상블이 도달하여 수신기가 수신할

수 있는 영역을 앙상블 서비스 구역이라 한다. 상기 송출기의 앙상블이 하나의 송출기에서 송출되는 경우는 상기 앙상블

서비스 구역과 상기 송출기의 서비스 구역은 동일하다. 그런데 상기 DAB 송출기의 앙상블은 DAB 송출기마다 다르기도

하고, 여러 DAB 송출기가 같은 앙상블을 전송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DAB 송출기가 같은 앙상블을 전송하는 경우 앙

상블 서비스 구역은 하나의 송출기 서비스 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도 2는 앙상블 서비스 구역을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4개의 서로 다른 DAB 송출기가 존재한다. 상기 4개의 송출기 중 DAB 송출기 1(201)은 앙상블 A를

전송하고, DAB 송출기 2(202)은 앙상블 B를 전송하고, DAB 송출기 3(203)은 앙상블 A를 전송하고, DAB 송출기 4(204)

은 앙상블 A를 전송한다. 상기 각 DAB 송출기는 각각의 송출기 서비스 구역을 가진다. 상기 각 송출기의 서비스 구역은 각

송출기의 신호가 도달하는 영역으로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각 송출기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송출기의 서비스 구역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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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AB 송출기 중 송출기 1(201), 송출기 3(203), 송출기 4(204)는 동일하게 앙상블 A를 전송하고 있다. 즉 상기 3개

DAB 송출기의 서비스 구역은 다르나, 상기 3개의 DAB 송출기의 서비스 구역에서는 모두 동일한 앙상블 A를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앙상블 A를 수신할 수 있는 앙상블 서비스 구역은 상기 DAB 송출기 1(201)과 DAB 송출기 3(203)과

DAB 송출기 4(204)의 서비스 구역을 모두 포함한 구역(205)이다.

상기 DAB 송출기 1(201)의 서비스 구역에서 앙상블 A를 수신하고 있던 참조번호 206 단말기가 DAB 송출기 3(203)의 서

비스 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비록 앙상블 A를 전송하는 DAB 송출기는 송출기 1(201)에서 송출기 3(203)으로 바뀌었으

나 단말기(206)는 앙상블 A를 계속 수신할 수 있다. 상기 단말기(206)는 A 위치에 있을 때에는 DAB 송출기 1(201)의 서

비스 구역에 속하나 B 위치로 이동하면DAB 송출기 3(203)의 서비스 구역에 속한다. 그러나 두 송출기의 신호는 동일한

앙상블이므로 상기 단말기(206)가 앙상블 A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기 DAB 송출기 1(201)의 서비스 구역에서 앙상블 A를 수신하고 있던 단말기(207)가 DAB 송출기 2(202)의 서

비스 구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상기 단말기(207)는 더 이상 앙상블 A를 수신할 수 없게 된다. 상기 단말기(207)가 C 위치

에 있을 때에는 상기 DAB 송출기 1(201)의 서비스 구역에 있으나 D 위치로 이동하면 DAB 송출기 2(202)의 서비스 구역

에 위치하게 되는데, 상기 DAB 송출기 2(202)는 앙상블 A가 아닌 앙상블 B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단말

기(207)는 D 위치에서는 앙상블 A를 수신할 수 없으므로 상기 단말기(207)가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는 중

단된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상기 DAB 시스템에는 여러 DAB 송출기가 존재하고 상기 DAB 송출기의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

가 이동하는 환경에서는 단말기가 DAB 송출기의 서비스 구역을 벗어나 다른 DAB 송출기의 서비스 구역으로 이동하는 상

황이 발생한다. 상기 단말기가 DAB 송출기의 서비스 구역을 이동하였을 때 상기 DAB 송출기가 다른 앙상블을 전송하는

경우 상기 단말기는 현재 수신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 앙상블은 하나 이상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기 앙상블 내에는 여러 다른 서비스들이 다중화되어 전

송된다. 상기 다른 서비스들이라 함은 오디오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 등을 말한다.

도 3은 앙상블 내의 서비스 다중화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하나의 앙상블(301)이 가지는 서비스는 하나 이상일 수 있다. 상기 하나의 앙상블(301)을 앙상블 A

라 한다. 상기 앙상블 A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302)를 가진다. 상기 앙상블 A(301)는 Alpha 1 라디오, Beta 라디오,

Alpha 2 라디오의 3가지 서비스(302)를 가진다. 하나의 서비스(302)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컴포넌트(303)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Alpha 1 라디오는 '오디오 1'와 'Alpha-TMC'와 'Alpha-SI'라는 3개의 서비스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Beta 라디

오는 '오디오'와 '2nd-ry 오디오'라는 2개의 서비스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Alpha 2 라디오는 '오디오 1', '오디오 3',

'Alpha-TMC'와 'Alpha-SI' 등 총 4개의 서비스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상기 각 서비스는 주 서비스 컴포넌트(Primary

Service Component)를 가지게 되는데, Alpha 1 라디오의 경우는 '오디오 1' 서비스 컴포넌트가 주 서비스 컴포넌트이며,

Beta 라디오는 '오디오 2'를 주 서비스 컴포넌트로 가진다. Alpha-2 라디오는 '오디오 1'과 '오디오 3'의 두 서비스 컴포넌

트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가 주 서비스 컴포넌트가 된다. 즉, 상기 Alpha-2 라디오의 경우는 Alpha 1 라

디오가 하나의 서비스 컴포넌트만을 주 서비스 컴포넌트로 가지는 것과 달리 시간적으로 주 서비스 컴포넌트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상기 서비스 컴포넌트(303)들은 각각 하나의 서브채널(304)로 전송된다. 상기 각 서비스 컴포넌트를 전송하는 서브채널

(304)들은 MSC를 구성하며 상기 서브채널(304)이 MSC의 어느 위치에서 전송되는 가지는 상기 도 1에서 기 서술한 바와

같이 MCI를 통해 알 수 있다.

상기 도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앙상블에는 여러 서비스가 다중화되어 있다. 따라서 앙상블 A와 앙상블 B라는 서

로 다른 앙상블이 존재할 때, 상기 두 앙상블 내에는 동일한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앙상블이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

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단말기는 다른 앙상블을 수신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기 단말은 다른 앙상블을 수신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핸드오버를 위

한 판단을 단말 스스로 결정한다.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판단의 근거는 수신된 신호의 세기이다. 그런데 상기 단말이 수신

하는 신호의 세기가 작아지는 경우는 단말이 방송망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이유 이외에도 단말이 방송 송출기의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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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 의해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음영지역으로 진입하여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상기 단말이 단지 수신된 신호의 세기만으로 핸드오버 과정의 시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말에

게 핸드오버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

에서 서비스의 끊임없는 지원을 위해 핸드오버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를 수행할

시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핸드오버 할 방송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핸드오버 오류를 줄이고 핸드오버 수행시간

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단말이 방송 서비스를 받는 도중 핸드오버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 과정의 시작 여부를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이 판단하여 상기 단말에게 상기 대화채널을 이용하여 그 시작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단말과 이동통신 기지국과의 대화채널을 사용하여 핸드오버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

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는 도중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의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

정하여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기준값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준값보다 크면, 상기 방송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면서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상기 기

준값보다 크지 않으면,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절차 수행 시작을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대한 수락 메시지를 받으면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

로부터 목적 방송 송출기로의 핸드오버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자신의 셀 영역내에서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단말로부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

작을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메시지에 따라 상기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리 설정된 방송

송출기 위치맵을 이용하여 상기 단말이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인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수락하는 수락 메시지를 상기

단말에게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면, 상기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거절하는 거절 메시지를 상기 단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

서,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 신호세기 측정부와, 방송 서비스를 수

신하는 도중,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상기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보다 작으면, 이동통신 기지

국으로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절차 수행 시작을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며,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부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대한 수락 응답을 받으면 상기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목적 방송 송출기로의 핸드오

버 절차를 수행하는 제어부로 구성되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

서, 셀 영역내에 있는 단말로부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며, 핸드오버의 수행

시작 응답 메시지를 단말에게 전송하는 송수신부와, 주변 방송 송출기들의 위치를 나열한 방송 송출기 맵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부와, 상기 요청메시지에 따라 상기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방송 송출기 위치맵을 이용하여 상기 단말이 방

송 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인지를 판단하며,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

다고 판단되면, 상기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수락하는 수락 메시지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단말에 전달하고, 상기 단

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면, 상기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거절하는 거

절 메시지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단말에 전달하는 제어부로 구성되어 지는 것을 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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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

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 디지털 비디오 방송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방송 시스템에서 디지털 전송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디지털 방송 시스템 중 디지털 오디오 방송을 실시 예로 하며, 그

외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는 상기 디지털 오디오 방송의 실시 예를 바탕으로 동일한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만 상기 적용 시스템이 바뀌는 경우 각 시스템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본 명세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상기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은 DAB 신호만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 전용 단말일 수도 있고, DAB 신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신호도 수신 가능한 복합 단말일 수도 있다. 상기 복합 단말의 경우는 방송 송출기로부터의 신호와 이동

통신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 가능하다. 즉, 방송 시스템과 이동통신 시스템은 동시에 구현 가능하다. 상기

복합 단말을 방송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상기 방송 시스템의 송출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채널은 방송채널

(Broadcasting channel)이라 하고 상기 단말의 이동통신망과의 통신 채널은 대화채널(Interaction channel)이라 한다. 상

기 대화채널의 지원은 DAB 시스템의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다. 상기 방송채널은 방송 송출기로부터 단말로 신호를 전송하

는 단방향 채널이나, 상기 대화채널은 단말이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상기 이동통신기지국이 단말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이다.

본 발명에서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의 핸드오버를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과의 대화채널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과 방송 송출기와의 위치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방송 송

출기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지칭하며 본 명세서에서는 DAB 시스템을 실시 예로 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DAB 송출기 1(401)과 DAB 송출기 2(402)는 DAB 서비스를 위한 신호를 전송하는 송출기이다. 상

기 DAB 송출기 1(401) 의 서비스 영역에는 단말(404)과 단말(405)이 존재한다. 상기 두 단말(404, 405)은 DAB 송출기 1

(401)의 서비스 영역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 기지국(403)의 신호를 받는다. 따라서 상기 두 단말(404,405)은 이동

통신 기지국(403)과 대화채널을 가진다.

상기 단말(404)은 이동통신 기지국(403)의 서비스 영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DAB 송출기 1(401)의 서비스

영역의 중앙부분에 위치한다. 상기 단말(405)은 이동통신 기지국(403)의 서비스 영역 내에 있으면서 동시에 DAB 송출기

1(401)의 서비스 영역의 가장 자리에 위치한다. 또한 단말(405)은 C에서 D로 이동 중이다.

상기 두 단말(404, 405)이 모두 DAB 송출기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중 DAB 송출기로부터의 신호가 기준값 이하로

수신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상기 단말(404)은 DAB 송출기 1(401)의 서비스 영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 간섭

요인으로 인해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 이하로 수신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상기 단말(405)은 DAB 송출기 1(401)의 서비스

영역의 가장자리에 존재하여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 이하로 수신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상기 단말(405)이 DAB 송

출기 1(401)의 신호영역의 가장자리에서 위치하여 수신 신호의 세기가 미약하므로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하여 DAB 송출

기 2(402)의 신호를 수신하게 되는 것과 달리, 상기 단말(404)은 DAB 송출기 1(401)의 서비스 영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므로 신호의 세기가 수신값 이하라는 이유로 핸드오버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 단말(404)은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DAB 송출기의 신호 또한 수신되지 않으므로 핸드오버 오동작을 일으키게

된다. 상기 단말(404)의 경우처럼 핸드오버 수행 위치가 아님에도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단말이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DAB 수신 신호의 세기 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상기 이동통

신 기지국(403)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을 제안한다.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403)으로부터 받는 정보는, 방송 시스템의 핸

드오버를 요구하는 단말의 핸드오버 수행의 시작 여부 및 관련 방송 시스템의 제어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

기 도 4의 단말(404)과 단말(405)은 모두 수신하는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 이하가 되는 순간 곧바로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오버 수행 시작에 앞서서 각 단말이 속해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403)으로 핸드오버 수행 시작 여부

를 문의한다.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403)은 자신의 셀 내의 단말이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요청하게 되면 상기 단말이 방송 송출기

의 핸드오버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단말이 방송 송출기의 핸드오버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기 이동

통신 기지국(403)은 DAB 송출기들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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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403)은 DAB 송출기 1(401)과 DAB 송출기 2(402)의 위치 및 근접 관계를 알고 있다. 상기

DAB 송출기의 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 이동통신 시스템은 DAB 시스템으로부터 DAB 송출기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신

하며, 상기 위치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은 유선을 사용하는 것과 무선을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상기 DAB 송출기들

의 위치 정보가 DAB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전송된 후 변경된 경우에는 상기 변경된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야 한다. 일반적으로 송출기들의 위치는 시간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주고 받을 필요는 없으며 위치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업데이트 하면 된다. 상기 위치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송출기가 네트워크에 추가되나 기

존의 송출기가 네트워크에서 삭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403)은 상기 DAB 송출기 1(401), DAB 송

출기 2(402)의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각 송출기들의 위치를 나열하여 하나의 위치 맵을 생성한다.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403)은 상기 방송 송출기들과의 위치맵 정보와 함께 상기 방송 송출기의 핸드오버를 요청하는 단말

의 위치를 또한 알아야 한다. 상기 단말의 위치는 상기 단말이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요청했을 경우 위치 추적 서비스

를 실행함으로써 알 수 있다. 상기 위치 추적 서비스라 함은 기존의 이동통신망에서 특정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상기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방법과

단말이 주변 다른 기지국들의 신호를 수신한 시간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상기 위치 파악을 위한 방법은 이동통신 시스

템마다 그 가능한 방법을 규격에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기 위치 추적 서비스는 본 발명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상기 규격에

의거해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을 가정한다.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403)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요청하는 단말의 위치를 알고 있으므로 방송 송출기들의 위치맵

을 참조하여 상기 단말이 방송 송출기들의 핸드오버 영역에 있는지 판단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이동통신 기지국(403)은 상기 단말(404)이 DAB 송출기 1(401)의 서비스 영역의 가장자리에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단말(404)로 핸드오버 시작 요청을 거절하는 신호를 전송한다. 이와 달리 단말(405)은

DAB 송출기 1(401)의 서비스 영역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므로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403)은 상기 단말(405)에게 핸드오버

시작을 수락하는 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수락 신호를 받은 단말(405)은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하고 단말(405)이 새로운 송출기의 앙상블을 수신하기 시작한

다. 상기 단말(405)은 상기 수신한 앙상블의 MSC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복조하기 위하여 먼저 목적 방송 송출기로부터 수

신된 FIC를 복조하여 MCI 정보를 얻는다. 상기 MCI 정보를 얻고 MSC의 데이터를 복조하기 시작하면 상기 단말(405)의

핸드오버는 완료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방송시스템에서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단말(501)과 이동통신 기지국(502)은 상호 통신 가능한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다. 상기 대화채널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기지국(502)은 단말(501)로부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요청하는 신호를 받고, 단말

(501)에게 핸드오버 수행 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상기 단말(501)의 위치를 파악한다. 상기 단말(501)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기지국(503)은 송/수신부(503)를 통해 특별한 신호를 송신, 수신하거나 혹은 다른 외부 장치(예를 들어

GPS 신호)의 정보를 이용한다. 상기 파악된 단말의 위치 정보는 제어부(505)로 입력된다. 상기 단말(501)의 핸드오버 수

행 시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502)은 메모리(504)내의 방송 송출기 위치 맵을 참조한다. 이동통신

기지국(502)은 제어부(505)에서 상기 메모리(504) 내의 방송 송출기 위치맵과 상기 파악한 단말(501)의 위치 정보를 이

용하여 핸드오버 수행 요청의 수락 여부 및 관련한 방송 송출기들의 정보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정보는 송/수신부(503)

를 통하여 단말(501)로 전송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신기의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수신기는 RF 수신부(601)로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한다. 상기 RF 수신부(601)로부터 수신된

신호 중 방송 신호는 방송 수신부(609)에서 처리되는데 상기 수신 방송 신호는 방송 데이터 복조부(603)로 입력되고 동시

에 신호세기 측정부(602)로도 입력된다.

상기 신호세기 측정부(602)에서는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고 측정된 수신신호의 세기는 제어부(606)로 전달한다. 상

기 제어부(606)에서는 수신기가 설정해 놓은 수신신호에 대한 기준값과 수신신호의 세기를 비교한다. 상기 기준값이라 함

은 수신기에서 데이터를 복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호세기 값으로서, 수신기의 성능에 따라 다르게 선택될 수 있으

며, 또한 시스템에서 미리 규정하여 수신기로 상기 기준 값을 알려줄 수도 있다. 상기 수신기는 상기 기준값을 시스템으로

부터 전달받거나 혹은 수신기의 성능에 따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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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기준값보다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작으면, 수신기는 상기 수신된 신호를 제대로 복조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606)에서는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보다 작으면 현재 앙상블의 신호가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할 준비를 하며 이동통신 송/수신부(608)로 핸드오버 수행 시작여부를 묻는 신호를 전달한다.

상기 이동통신 송/수신부(608)는 이동통신 기지국과의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해 필요한 변/복조를 수행하는 모듈을 포함

하고 있다. 상기 제이부(606)에서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 여부를 묻는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이동통신 송/수신

부(608)에서는 상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여부를 묻는 신호를 처리하고 이동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RF 수신부

(601)로 전달한다. 상기 이동통신 채널이라 함은 이동통신 기지국과 단말이 이동통신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사용하는 채

널로 기 서술한 대화채널을 말한다.

상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여부를 묻는 신호를 전송한 후 단말은 상기 대화채널로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

행 시작여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린다. 상기 이동통신 송/수신부(608)에서 대화채널로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

여부에 대한 수락 응답을 받으면, 상기 이동통신 송/수신부(608)는 제어부(606)로 상기 응답을 전달한다. 상기 제어부

(606)에서는 이동통신 송/수신부(608)로부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대해 수락 응답을 받으면 핸드오버 수행을

준비하고 후보 앙상블의 신호를 측정할 준비를 한다. 상기 후보 앙상블이라는 것은 현재 수신하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앙상블을 말한다. 상기 다른 후보 앙상블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 앙상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상기

다른 후보 앙상블에 대한 정보는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대화채널을 통해 얻거나 혹은 상기 방송 송출기에서 전송

된 제어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다.

상기 방송 데이터 복조부(603)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복조하고 상기 복조된 데이터는 MSC 데이터와 FIC 데이터로 구분

된다. 상기 MSC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장치(605)로 입력되고 상기 FIC 데이터는 제어정보 처리장치(604)로 입력된다. 상

기 제어정보 처리장치(604)에서는 MCI와 SI를 복조해낸다. 상기 복조된 MCI와 SI는 데이터 처리장치(605)로 입력되고,

상기 데이터 처리장치(605)에서는 상기 제어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된 MSC 데이터를 각 서비스별로 복호하여 어플리케이

션 모듈(Application Module)(607)로 전달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모듈(607)은 상기 복호된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여

단말기 화면에 필요한 형태로 출력한다. 상기 복조된 SI 정보는 제어부(606)로도 입력되는데, 상기 제어부(606)에서는 상

기 입력된 제어 정보인 SI 정보를 이용하여 후보 앙상블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 상기 후보 앙상블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제어부(606)에서는 어떠한 후보 앙상블로 핸드오버할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값을 RF 수신부(601)로 알려준다. 상기

RF 수신부(601)는 상기 제어부(606)에서 전달한 정보에 따라 RF의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수신기는 상기 변화된 주파수를

통해 핸드오버한 새로운 앙상블을 수신하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에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단말은 701단계에서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702단계에서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기준값과 비교한다.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가 기준

값보다 크면 상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면서 702단계로 복귀하여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하

고 상기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보다 작으면 703단계로 진행하여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과정

수행 시작 여부를 문의한다.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핸드오버 시작 문의 신호를 전송한 단말은 704단계에서 핸드오버 수락 응답을 일정시간 동안

기다린다.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락 응답을 상기 일정시간 동안 받지 못하면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702단계의 수신 신호의 측정과정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

버 수락 응답을 받으면, 단말은 705단계로 진행하여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목적 방송 송출기로의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

한다.

상기 단말이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대한 정보를 얻음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

이 단말로 보내는 정보는 두 가지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 첫째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단말에게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

행 과정의 시작 여부를 판단하여 알려주는 것과, 두 번째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단말에게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과

정의 시작 여부를 판단하여 알려주는 것과 함께 핸드오버하게 될 목적 방송 송출기의 정보까지 알려주는 것이다. 본 발명

에서는 상기 두 가지 방안을 각각 실시 예1과 실시 예2로 나누고 각 실시예에 대한 도면을 참조하여 기술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 1에 따른 단말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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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8을 참조하면, 단말은 801단계에서 서빙 방송 송출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하

고, 802단계에서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기준값과 비교한다.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보다 크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면서 그 수신 신호의 세기를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보다 작으면, 803단계로 진행하여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과정 수행 시작 여부를 문의

한 후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락 응답을 기다린다.

804단계에서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수락받지 못하면, 상기 단말은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802단계로 복귀하여 수신 신호의 측정과정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

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대한 수락 응답을 받으면, 단말기는 805단계로 진행하여 후보 앙상블들을 찾는다. 상기

후보 앙상블들이란 수신기가 가지고 있는 앙상블 리스트 중에서 현재 선택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다

른 앙상블들을 지칭한다. 상기 앙상블 리스트라 함은 수신기가 방송 송출기로부터 수신한 FIC를 통해 수신한 SI를 이용하

여 후보 앙상블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앙상블을 지칭한다. 상기 앙상블 리스트 중 현재 선택된 서비스와 동일한 서

비스를 포함하는 후보 앙상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핸드오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말기는 806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서

비스를 종료한다.

그러나 상기 앙상블 리스트 중에서 선택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후보 앙상블이 존재한다면, 단말기는 807

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SI 정보 중 지역정의(Region Definition) 정보를 찾는다. 상기 지역정의 정보는 RegionId에 대한 위

도와 경도 정보로 구성된다. 상기 RegionId는 앙상블들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부여한 아이디로 상기 RegionId가 동일한

앙상블은 서로 인접해 있는 앙상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기 지역정의 정보를 통해 RegionId의 지역정보를 알 수 있으므

로 상기 후보 앙상블로 지정된 앙상블들의 대략적인 위치 판단이 가능하다. 상기 위치 판단을 근거로 단말기는 후보 앙상

블들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단말기는 현재 앙상블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앙상블들을 우선 순위가 높은 앙상블로 결정하

고 거리가 먼 앙상블들은 상기 우선 순위를 낮게 설정한다.

단말기는 상기 앙상블의 우선 순위에 따라 그 우선 순위가 높은 앙상블을 먼저 선택하여, 808단계에서 상기 선택한 앙상블

의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 후 기준값과 비교한다.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보다 크다면 811단계로 진행하여 상

기 선택한 앙상블로 핸드오버를 결정한다. 그러나 상기 선택한 앙상블의 수신 세기가 기준값보다 작다면 809단계로 진행

하여 다음 우선 순위를 가지는 앙상블이 있는지 판단한다. 상기 809단계에서 상기 수신기가 측정할 앙상블이 남아 있다면,

810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기는 남아 있는 앙상블 중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앙상블 Id로 설정하여 새로운 앙상블을 선

택한 후 상기 808단계로 복귀한다. 만약 다음 앙상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신기는 기준값보다 큰 앙상블의 신호를 수신

하지 못했으므로 806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서비스를 종료한다. 상기 810단계에서 상기 남아 있는 앙상블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앙상블을 선택한 경우는 808단계로 복귀하여 상기 선택한 앙상블에 대한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 후 다시 기준값

과 비교한다.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가 기준값보다 크다면 8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선택한 앙상블로 핸드오버를 결정하

고 상기 선택한 앙상블의 수신 세기가 기준값보다 작다면, 809단계로 진행하여 후보 앙상블 중 남아있는 앙상블을 선택하

는 위 과정을 반복한다.

도 9은 실시 예 1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이동통신 기지국은 901단계에서 자신의 셀 영역내에 있는 특정 단말로부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는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902단계에서 상기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가 방송 송

출기의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는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상기 도 5에서 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단말로부터 위치 파악을 위해 필요한 신호를 수신하여 알 수 있는 방법과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 알 수 있는 방법

이 모두 가능하다. 상기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이동통신 기지국은 이미 방송 송출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단말이 방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 지를 파악하게 된다.

상기 단말의 위치 파악에 따라 이동통신 기지국은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

되면, 903단계에서 단말에게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의 시작을 수락하는 Ack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904단계로 진행하여 단말에게 방송시스템의 핸드오

버 수행 과정을 수락하지 않는 Nack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메시지들은 이동통신 기지국과 단말이 통신할 때 사용하는

채널을 사용하고 그 전송방식 및 전송위치 결정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방식과 위치로 설정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 2에 따른 단말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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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단말은 1001단계에서 방송 송출기의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후,

1002단계에서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고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를 기준값과 비교한다. 상기 수신 신호의 세기가 기

준값보다 크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신하면서 그 수신 신호의 세기를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의 세

기가 기준값보다 작으면 1003단계로 진행하여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과정 수행 시작 여부를 요청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신호를 전송한 단말은, 1004단계에서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락 응답

을 기다린다.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을 수락받지 못하면, 상기 단말은 핸드오버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1002단계로 복귀하여 다시 수신 신호의 측정과정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부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대한 수락 응답을 받으면, 단말은 1005단계로 진행하여 핸드오버 수행을 시작하고,

상기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상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 함은 상기 실시 예 1에서 제어 정보를 통해 얻어낸 정보인 핸드오버 할

앙상블에 대한 정보는 물론, 데이터 복조를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 또한 포함된다. 상기 데이터 복조를 위해 필요한 파라미

터라 함은 방송 시스템에서 MSC 데이터를 복조하기 위해 필요한 MCI를 의미하며, 상기 MCI는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방송 송출기의 앙상블에 대한 것이 아닌 핸드오버 할 방송 송출기의 앙상블에 대한 정보이다. 즉 이동통신 기지국은 특정

단말이 현재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방송 송출기에서 새로운 방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할 때 상기 새로운 방송

송출기의 앙상블에 대한 제어 정보를 단말에게 미리 전송해 주는 것이다. 상기 미리 전송된 핸드오버 할 앙상블에 대한 제

어 정보로 인해 단말은 1006단계에서 새로운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FIC를 복조하지 않고도 바로 MSC

를 복조하여 서비스 데이터를 복조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도 11은 실시 예 2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11를 참조하면 이동통신 기지국은 1101단계에서 자신의 셀 영역 내에 있는 특정 단말로부터 방송시스템의 핸드

오버 수행 시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는다. 상기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시작 요청을 특정 단말로부터 요청받은 이

동통신 기지국은 상기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고 1102단계에서 상기 단말의 위치가 방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는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상기 도 5에서 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단말로부터 위치 파

악을 위해 필요한 신호를 수신하여 알 수 있는 방법과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상기 단말

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이동통신 기지국은 이미 방송 송출기의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단말이 방

송 송출기의 서비스 영역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 지를 파악하게 된다.

상기 단말의 위치 파악에 따라 이동통신 기지국은 상기 단말이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

되면, 1103단계에서 단말에게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의 시작을 수락하는 Ack 메시지와 상기 단말이 핸드오버

할 방송 송출기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핸드오버 할 방송 송출기에 대한 위치 정보는 이미 이동통신 기지국이 방송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상기 위치 정보는 방송 송출기의 위치가 변화할 때마다 업데이트된다. 상기 단말이 방송

시스템의 핸드오버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통신 ㄱ기지국은 04단계로 진행하여 단말에

게 방송시스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수락하지 않는 Nack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메시지들은 이동통신 기지국과 단말

이 통신할 때 사용하는 대화 채널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그 전송방식 및 전송위치 결정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

한 방식과 위치로 설정한다.

한편, 상기 기술한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버 과정은 다른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다른 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 DAB 시스템과 이동통신 시스템은 양방향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규격이 존재한다. 따라

서 상기 핸드오버 과정이 다른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다른 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디지털 방송 시

스템의 규격에서 상기 다른 네트워크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규격을 참조하며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상기

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규격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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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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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서비스의 끊임없는 지원을 위해 핸드오버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

국으로부터 핸드오버를 수행할 시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핸드오버 할 방송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핸드오버 오

류를 줄이고 핸드오버 수행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DAB 시스템의 프레임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

도 2는 앙상블 서비스 구역을 간략히 도시한 도면.

도 3은 앙상블 내의 서비스 다중화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과 방송 송출기와의 위치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방송시스템에서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

도 6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신기의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에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 1에 따른 단말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9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 1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 2에 따른 단말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 2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에서의 핸드오버 수행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면

등록특허 10-0735399

- 16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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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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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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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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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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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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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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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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