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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V(television)과 휴대폰이 일체화된 텔레비전 휴대폰(이하 'TV폰'이라 칭함)의 동작 모드 전환 제어 방
법에 관한 것이다. TV모듈과, 휴대폰 모듈이 일체화된 상기 TV폰은, TV유니트로부터 재생되는 영상 및 음
성신호가 상기 표시장치 및 음성신호처리장치를 통해 재생 출력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착
신신호 전송에 응답하여 전화착신을 상기 표시장치 혹은 TV음성의 차단에 의해 사용자에게 알람하는 과정
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전화 착신을 허용하는 명령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TV유니트의 동작을 디스에
이블시킴과 동시에 역방향 채널을 통해 전화 착신 응답 메세지를 송신하여 폰모드로 전환하는 폰모드 전
환과정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전화 착신을 거부하는 명령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순방향 채널을 통해 
입력되는 링톤 데이타의 재생 출력을 차단하여 링톤의 발생을 차단하는 TV모드 유지 과정에 의해 제어된
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휴대폰의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휴대폰의 동작 모드 전환 제어 방법을 도시한 제어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전화기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TV(television)과 휴대폰이 일체화된 텔레비
전 휴대폰(이하 'TV폰'이라 칭함)의 동작 모드 전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폰(portable telephone)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단순한 통화 기능 이외에 소비자의 요구(needs)에 따
라 여러 가지의 기능이 더 부가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계산기 기능, 바이오리듬 체크 기능 
및 TV, 비디오 카메라 및 화상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 TV폰
이라 함은 이동 통신 전화 기능 이외에 휴대폰의 표시장치를 이용하여 TV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
록된 형태의 휴대용 이동 무선 전화기를 일커러 칭한다. 

상기와 같은 TV방송 수신 기능을 위해서 휴대폰내에는 적어도 2개의 RF회로(radio frequency unit)이 있
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휴대폰의 고유 메세지(음성 및 데이타)를 송수신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TV방송의 주파수 대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며, 동작 모드도 크게 폰모드(phone mode)모드와 대기모드
(waiting mode) 및 상기 대기모드를 겸용하는 TV모드(TV mode)로 구별된다. 상기 TV폰은 TV모드에서 수신
되는 텔레비전 방송의 화면 및 음성을 휴대폰의 표시장치인 LCD(liquid crystal display) 혹은 TFT(thin 
film transistor)와 스피커 혹은 이어폰을 각각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TV모드 상태에서 전화 착신 및 
문자 메세지의 착신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일반적인 휴대폰과는 달라야한다. 

왜냐하면, 휴대폰의 표시장치와 스피커에서 선택된 방송 프로그램의 화면 및 음성이 각각 출력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 착신이 발생되거나 문자 데이타 메시지가 착신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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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TV폰은 TV모드에서 전화 착신(in- coming call) 
및 문제 데이타의 착신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기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TV폰을 이용하여 TV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화착신에 응답하는 경우(전
화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TV모드에서 폰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되어 상대방인 호출자와 통화를 할 수 
있게하며, 배터리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TV와 관련된 회로의 동작을 디스에이블하여야 한다. 만약, 
TV폰을 잉용하여 TV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화착신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전
화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착신을 거부하여야만 시청중이었던 TV를 원할하게 볼수 있기 때문
에 전화착신 상태에 사용자게에 전달되지 않도록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TV와 휴대폰이 일체화되어 음성 송수신 및 TV방송수신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된 TV폰에
서 전화 착신시 자동으로 TV수신모드에서 폰모드로 전환되는 TV폰의 모드 전환 제어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TV방송를 표시장치를 통해 시청하고 있는 TV모드에서 상대방의 호출에 의해 착신 
신호가 수신될 때 자동으로 전화착신을 사용자에게 알람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폰모드 혹은 착신거
부 모드로 전환되는 TV폰의 모드 전환 제어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선택 채널의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을 재생하는 TV유니트와, 상
기 재생된 음성신호를 처리하여 가청음으로 출력하는 음성신호처리부와,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디스플레이
하는 표시장치와, 문자 발생 제어 신호의 입력에 대응하는 영상문자 및 그래픽 영상을 발생하는 온-스크
린 디스플레이와, 상기 재생된 영상신호와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출력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표시장치
로 제공하는 멀티플렉서와, 기지국으로부터 무전 전파되는 순방향 채널이 데이타를 수신하는 이동국 고주
파 유니트와, TV모드 및 폰모드를 가지며, 상기 TV모드시 상기 TV유니트로 채널선택신호를 공급함과 동시
에 상기 멀티플렉서를 제어하여 영상신호의 출력을 제어하는 이동국 제어기를 구비한 TV폰의 동작 모드 
전환 제어 방법에 있어서, TV유니트로부터 재생되는 영상 및 음성신호가 상기 표시장치 및 음성신호처리
장치를 통해 재생 출력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신호 전송에 응답하여 전화착신을 상기 
표시장치 혹은 TV음성의 차단에 의해 사용자에게 알람하는 과정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전화 착신을 허
용하는 명령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TV유니트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킴과 동시에 역방향 채널을 통해 전
화 착신 응답 메세지를 송신하여 폰모드로 전환하는 폰모드 전환과정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전화 착신
을 거부하는 명령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순방향 채널을 통해 입력되는 링톤 데이타의 재생 출력을 차단
하여 링톤의 발생을 차단하는 TV모드 유지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흐트
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휴대폰의 블럭도이다. 도 1에서, 참조번호 16, 30 및 32들 각
각은 휴대폰모듈 내의 MRFU(mobile radio frequency unit), MSP(mobile station processor)(30) 및 키패
드(order key pad)들이다. 이러한 회로들은 통상적인 디지탈 휴대폰, 예를 들면, CDMA방식의 휴대폰내에 
적용되는 회로들에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들이 더 부가되어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 및 동작은 후
술하는 설명에 의해 자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18,  34,  36,  38  및 40들은 TV유니트, OSD(ON-screen  display),  멀티플렉서(multiplexer:  이하 
'MUX'라  칭함),  TV음성신호처리부  및  표시장치들이다.  여기서,  상기  TV유니트(18)와 TV음성신호처리부
(38)가 TV모들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휴대폰의 동작 모드 전환 제어 방법을 도시한 제어 
흐름도로서, 이는 도 1에 도시된 TV폰의 동작모드가 TV모드의 일 때 전화 착신 메세지의 수신에 의해 TV
모드를 폰모드 혹은 유지하는 전환 제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 1에 도시된 
MSP(30)내의 메모리 블럭(도시하지 않음)에 마스크되어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에 앞서 도 1에 도시된 TV폰의 동작모드가 TV모드로 설정
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설명한다. 상기 도 1과 같은 TV폰의 전화 착신의 알람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어 
사용자에게 알람된다. 예를 들면, TV음성을 '온/오프' 스위칭하는 제1착신모드와, TV음성을 뮤트(mute)하
고 TV영상의 출력을 '온/오프' 스위칭하는 제2착신모드와, TV영상 표시 화면의 특정 위치에 전화 착신 메
세지를 표시하는 제3착신모드들중 하나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도 1과 같이 구성된 TV폰이 동작되면, 전파를 대기로 송신거나 대기중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12)는 
대기중의 전파를 수신하여 이에 접속된 대역수신필터(14)와 MRFU(16)로 공급한다. 상기 대역수신필터(1
4)는 수신되는 주파수중 TV방송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만을 대역 통과 필터링하여 출력단에 접속된 TV유니
트(18)에 입력시킨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TV폰의 모드가 TV모드로 설정되면, MSP(30)는 TV유니트(18) 및 TV음성신호처리부(3
8)로 전원제어신호(PW)를 공급하여 동작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상기 MSP(30)는 키패드(32)로부터 입력
되는 채널선택신호 혹은 이전에 시청하고 있던 채널을 선택하는 채널선신호(CH-S)를 TV유니트(18)내의 위
상동기루프(phase looked loop: 이하 'PLL'이라고 칭함)(22)로 공급한다. 이때, 상기 PLL(20)은 이에 대
응하는  동조주파수(SEL-F)를  발진하여  TV튜너(20)으로  제공하며,  상기  TV튜너(20)은  상기 동조주파수
(SEL-F)와 상기 대역수신필터(14)를 통한 수신신호를 합성하여 다운컨버팅(down converting)된 영상중간
주파신호(VIF:video  intermediate  frequency)와  음성중간주파신호(AIF;audio  intermediate  frequency)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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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TV튜너(20)의 출력에 접속된 영상복조부(24)는 상기 영상중간주파신호(VIF)를 복조하여 복합영상신
호(Vcomp: composit Video signal)를 출력노드에 접속된 NTSC디코더(영상디코더)(26)로 공급함과 동시에 
영상신호의 동기신호(Sync)를 문자삽입신호 발생기(28)으로 제공한다. 상기 NTSC디코더(26)은 상기 복합
영상신호(Vcomp)를 디코딩하여 R,G,B의 색신호로서 MUX(36)의 A단자로 제공다. 

상기 문자삽입신호 발생기(28)은 상기 동기신호(sync)를 카운팅하여 그 카운팅 값이 미리 설정된 값일 때 
문자삽입신호를 발생하는 문자삽입신호 발생한다. 즉, 상기 문자삽입신호 발생기(28)는 내부에 수평동기
신호를 카운트하는 카운터와 수평라인의 위치 값이 저장된 메모리 및 상기 카운터의 값과 메모리의 출력 
값을 비교하여 동일할 때 수평동기신호의 귀선기간까지 활성화된 문자삽입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비교기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매 필드 혹은 프레임의 주기로 일정 구간의 문자 삽입 제어 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구성된 TV유니트(18)는 MSP(30)로부터 전원제어신호(PW)의 활성화에 의해 동작되어 
채널선택신호에 따른 방송채널의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함과 동시에 전화 착신시 착신 메세지가 삽입되
기 위한 구간제어신호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자 삽입 신호의 발생은 착신 알람 모드가 제3착
신모드의 택스트 모드일 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한편, MUX(36)은 TV모드시, MSP(30)로부터 '로우'의 상태로 출력되는 영상선택신호(SEL-M)에 의해 상기 
NTSC디코더(26)로부터  출력되는  R,  G,  B영상신호를  선택하여  출력노드에  접속된  표시장치(40)내의 
ADC(analog to dital converter)(42)로 입력시킨다. 상기 ADC(42)는 입력되는 R, G, B 영상신호를 디지탈 
변환하여 타이밍 제어부(44)에 입력시킨다. 상기 타이밍 제어부(44)는 의사수직동기신호 및 의사수평동기
신호를  발생하는  동기신호  발생기를  구비하여  입력되는  영상데이타에  의해  출력단에  접속된 TFT-
LCD(46)를 구동하여 화면이 디스플레이되게 한다. 또한, 상기 MSP(30)로부터 출력되는 전원제어신호(PW)
에  의해 동작되는 TV음성신호처리부(38)는  상기 TV튜너(20)으로부터 출력되는 음성중간주파신호(AIF)를 
신호처리하여 TV방송프로그램의 음성신호를 스피커(SP)를 통해 재생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도 1과 같은 TV유니트(18)과 TV음성신호처리부(38) 및 표시장치(40)들은 MSP(30)의 TV모드
의 제어에 의한 채널선택의 YV방송프로그램의 영상 및 음성을 수신하여 재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작중, 사용자가 키패드(32)에 위치된 채널선택키를 조작하여 소망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MSP(30)가 채
널선택신호(CH-S)를 변경하므로써 PLL(22)의 출력 및 동조주파수도 변경되어 TV튜너(20)의 채널이 변경된
다. 

한편, 상기 안테나(12)에 접속된 MRFU(16)는 휴대용 전화기의 송수신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수신하여 아나
로그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고 디지탈 신호를 아나로그의 신호로 변환하여 전력증폭후 상기 안테나
(12)를 통해 무선전파한다. 이러한 MRFU(16)는 통상적인 휴대폰내의 RF파트와 베이스밴드 아나로그 회로
(Base band analog circuit)를 조합하여 용이하게 구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CDMA방식의 무선송수신파
트와 아나로그 신호를 CDMA방식의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하고, CDMA디지탈 데이타를 아나로그 신호로 변환
하는 BBA회로로서, 'QUALCOMM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BBA2.X(Q5312CDMA)'의 칩과 RF유니트를 조합하여 만
들 수 있다. 

상기 MRFU(16)에 접속된 MSP(30)는 키패드(32)로부터 제공되는 명령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하는 제어신호
들을 발생한다. 또한, 상기 MSP(30)는 MRFU(16)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탈 신호를 복조, 디인터리빙 및 디코
딩, 데이타의 신호처리 및 보코딩 등을 통해 수신된 순방향 채널 데이타 메세지의 분석, 수신된 데이타로
부터 아나로그의 음성신호를 재생하는 기능 및 이의 역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면, 재생된 아나로그의 음
성신호를 스피커(SP)로 출력하며, 마이크(MIC)로부터 입력되는 아나로그의 음성신호를 CDMA방식의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MRFU(16)를  통해  역방향  채널로  송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상기 
MSP(30)는 수신된 순방향 채널 데이타 메세지가 전화착신에 관계된 메세지인 경우, 내부 메모리에 설정된 
착신 알람 모드를 분석하여 도 3과 같은 착신 모드를 제어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전화 착신 
상태를  알람한다.  이러한  MSP(30)는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QUALCOMM사'에서  원칩  형태로  공급하는 
'MSM2300'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MSP(30)의 출력노드에 접속된 OSD(34)는 상기 MSP(30)로부터 출력되는 문자발생제어데이타에 대응하
는 OSD영상신호를 발생하여 전술한 MUX(36)의 또다른 입력단자 B로 제공한다. 상기 MUX(36)은 TV모드시, 
상기 MSP(30)로부터 '로우'의 상태로 출력되는 영상선택신호(SEL-M)에 의해 입력단자 A로 입력되는 영상
을 선택하여 출력단자에 접속된 ADC(42)로 공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 1에 도시된 TV폰의 작동이 TV수신모드로 동작되어 소망하는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청취하
고 있는 상태에서, MSP(30)는 MRFU(16)의 출력을 모니터링하여 자신을 호출하기 위한 휴대폰 전화착신 메
세지가 수신되었는지를 도 2의 102과정에서 검색한다. 이때 전화 관련 착신 메세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상기 MSP(30)는 TV모드로 계속 동작된다. 여기서, 전화 관련 착신 메세지라 함은 휴대폰을 호출하기 위한 
링정보 및 SMS(short message service)의 문자 메세지를 모두 포함한다. 

상기 MRFU(16)를 통해 전화 관련 착신 메세지가 수신되었다고 판단되면, 사기 MSP(30)은 104과정에서 내
부의 메모리 영역에 설정된 착신 알람 모드를 검색한다. 여기서 착신 알람 모드라 함은 이미 전술한 제1, 
제2 및 제3착신모드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기 MSP(30)는 104과정에서 미리 설정된 착신모드에 따라 사
용자에게 전화 착신이 있었음을 알린다. 예를 들어, 전화 착신 알람 모드가 벨모드, 진동모드 및 램프(무
음) 모드들중 하나로 설정됨에 따라서 현재 시청하고 있는 TV방송 프로그램의 음성신호 혹은 음성신호 및 
OSD(34)의 출력을 적절하게 제어하여 알람할 수 있다. 즉, TV음성 신호 처리부(38)의 출력을 뮤트시키거
나, 표시장치(40)을 통해 화면상의 출력을 제어하여 재생화면을 스위칭 시키거나, 특정 문자가 표시하여 
알람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어는 MSP(30)가 TV음성신호 출력제어부(38)에 접속된 
뮤트신호(mute)의  활성화/비활성화,  MUX(36)의  선택신호(SEL-M)  및  문자삽입신호에 동기하여 OSD(34)로 
출력하는 문자발생제어신호(CD)등의 출력을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상기 104과정에서 전화 착신을 알람한 MSP(30)는 106과정에서 자동 응답 전환 모드가 설정되었는지를 내
부 메모리영역의 플레그를 검색하여 판단한다. 여기거, 자동 응답 전환 모드라 함은 전화 착신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응답하여 상대방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동작 모드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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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106과정에서 자동 응답 전환 모드로 설정된 상태라고 판단되면, MSP(30)는 110과정에서 파워제어신
호(PW)를 비활성화 상태로 천이시켜 TV유니트(18)와 TV음성 신호 처리부(38)의 전원을 '오프'한다. 이와 
같이 전원을 오프하는 이유는 배터리의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상기 MSP(30)는 112과정에
서 MRFU(16)로 전화 착신에 대한 응답 메세지를 공급하여 통화모드로 천이한다. 상기 112과정에 의한 전
화 착신에 대한 응답 메세지를 수신하는 MRFU(16)는 수신된 신호를 역방향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
함으로써 통상의 휴대폰의 콜 프로시저와 같이 상대방과 휴대폰과의 통화 채널을 형성하게 된다.

만약, 106과정에서 자동 응답 전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MSP(30)는 108과정에서 키패드(32)상에 
설정된 전화 사용 허용키(SEND KEY, OK KEY 혹은 END KEY를 제외한 ANY KEY) 선택신호가 발생되는지를 검
색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용자가 전화 착신을 인지하고 키패드상에 위치된 센
드키등을 선택하면, MSP(30)는 108과정에서 이를 검출하고, 전술한 110과정 이후를 실행하여 TV를 오프한 
후 상대방과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상기 108과정에서 전화 사용 허용키가 입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MSP(30)는 114과정에서 전화 
착신을  거부하는  키,  예를  들면,  엔드  키(ENF  KEY)가  선택되었는지를  키패드(32)의  출력을  읽어 
검색한다. 이때, 아무런 키패드(32)상에 위치된 키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화 착신을 인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술한 과정으로부터 반복 수행한다. 따라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순방향 채널을 통
해 전화 착신 메세지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전술한 104과정의 동작에 의해 전화 착신이 사용자에게 전달된
다. 

만약, TV방송의 영상 및 음성이 재생 출력되는 상태에서 전화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를 인지한 사용자가 
전화를 거부하기 위하여 키패드(32)상에 위치된 엔드키를 선택한 경우, MSP(30)는 116과정에서 착신을 거
부한다. 착신의 거부는 MRFU(16)를 통해 수신된 순방향 채널의 데이타를 분석하는 MSP(30)가 순방향 채널
의 데이타에 포함된 링 데이타에 의해 스피커(SP)로 출력하는 링톤 데이타의 출력을 디스에이블하므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현재  착신되는 링  관련  데이타의 출력을 디스에이블하면 현재  표시장치(40)의 
TFT-LCD(46)를 통해 재생되는 영상과 TV음성신호처리부(38)로는 계속하여 선택된 채널의 영상과 음성이 
재생 출력되어 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도 2와 같은 제어에 의해 사용자는 TV를 시청을 하는 상태에서 전화 착신이 
발생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알람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TV폰의 동작모드를 TV모드에서 폰모드로 자동
으로 전환하여 TV유니트를 오프하므로써 TV와 휴대폰의 동시 동작에 의한한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할 수 
있고, TV폰의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TV와 휴대폰이 일체화된 TV폰에서, TV를 시청하는 TV모드에서 전화착신시 폰
모드로의 전환을 비교적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TV모듈과 관련된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배
터리 세이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선택 채널의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을 재생하는 TV유니트와, 상기 재생된 음성신호를 처리하여 가청음으로 
출력하는 음성신호처리부와,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디스플레이하는 표시장치와, 문자 발생 제어 신호의 입
력에 대응하는 영상문자 및 그래픽 영상을 발생하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상기 재생된 영상신호와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출력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표시장치로 제공하는 멀티플렉서와, 기지국으로부터 
무전 전파되는 순방향 채널이 데이타를 수신하는 이동국 고주파 유니트와, TV모드 및 폰모드를 가지며, 
상기 TV모드시 상기 TV유니트로 채널선택신호를 공급함과 동시에 상기 멀티플렉서를 제어하여 영상신호의 
출력을 제어하는 이동국 제어기를 구비한 TV폰의 동작 모드 전환 제어 방법에 있어서, 

TV유니트로부터 재생되는 영상 및 음성신호가 상기 표시장치 및 음성신호처리장치를 통해 재생 출력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신호 전송에 응답하여 전화착신을 상기 표시장치 혹은 TV음성의 차
단에 의해 사용자에게 알람하는 과정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전화 착신을 허용하는 명령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TV유니트의 동작을 디스에이블
시킴과 동시에 역방향 채널을 통해 전화 착신 응답 메세지를 송신하여 폰모드로 전환하는 폰모드 전환과
정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전화 착신을 거부하는 명령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순방향 채널을 통해 입력되는 
링톤 데이타의 재생 출력을 차단하여 링톤의 발생을 차단하는 TV모드 유지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텔레비전 휴대폰의 동작 모드 전환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폰모드 전환과정은 상기 TV모듈로 공급되는 전원전압을 차단하여 TV유니트의 동작
을 디스에이블 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휴대폰의 동작 모드 전환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착신을 알람한 후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착신 모드가 자동 응답 전환 모
드인 경우에 응답하여 상기 TV유니트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킴과 동시에 역방향 채널을 통해 전화 착신 
응답 메세지를 송신하여 폰모드로 전환하는 자동 응답 전환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휴대폰의 동작 모드 전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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