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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및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을 수신하는 튜너를 복수 개 구비하여 하나의 앙상블을 통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과 다른 앙상블의 수신 감도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는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

송 신호에 대한 선택 명령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어부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튜너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 명령 메시지에 대

응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복조부와,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확인

하는 수신 감도 확인부 및 상기 확인된 수신 감도에 따라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출력 여부를 결정하

는 결정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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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신호에 대한 선택 명령 메

시지를 수신하는 제어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튜너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 명령 메시지에 대응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복조부;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확인하는 수신 감도 확인부; 및

상기 확인된 수신 감도에 따라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출력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부를 포함하는 부가

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명령 메시지는 앙상블의 종류 필드, 서브 채널 필드, 수신 감도 확인 필드, 비트 에러율 필드, 알림 메시지 필드

및 예약 필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부는 상기 확인된 수신 감도가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출력을

결정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이 결정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하는 A/V 디코딩부를 더 포함

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명령 메시지를 입력 받고, 디코딩된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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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a) 사용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에 대한 선택 명령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튜너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 명령 메시지에 대응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

계;

(c)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확인하는 단계; 및

(d) 상기 확인된 수신 감도에 따라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출력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부

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명령 메시지는 앙상블의 종류 필드, 서브 채널 필드, 수신 감도 확인 필드, 비트 에러율 필드, 알림 메시지 필드

및 예약 필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확인된 수신 감도가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출력

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이 결정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가

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명령 메시지를 입력 받는 단계; 및

디코딩된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

능을 제공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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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디지털 멀

티미디어 방송을 수신하는 튜너를 복수 개 구비하여 하나의 앙상블을 통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과 다른 앙상블의

수신 감도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라 한다)은 CD(Compact Disc) 수준의 음질과 데이

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전송

수단(지상파 또는 위성)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된다.

따라서, DMB는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고정 수신자 및 이동 중인 휴대용 단말 보유 가입자에게 경제적인 방송망을 통해

고품질로 제공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상파 DMB는 지상 중계기를 이용하여 음악 및 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는 사용 주파수에 따라 기존의 AM/FM 대

역을 사용하는 인 밴드(In Band) 방식과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여 사용하는 아웃 오브 밴드(Out of Band) 방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인 밴드 방식에는 기존의 AM/FM 채널을 이용하여 미국의 IBOC(In Band On Channel) 방식과 기존

FM의 인접 채널을 사용하는 IBAC(In Band Adjacent Channel) 방식이 있으며, 아웃 오브 밴드 방식에는 유럽의 Eureka-

147 방식과 일본이 추진하는 ISDB-T 방식이 있다.

지상파 DMB의 수신 비트율은 384kbps 또는 526kbps 정도가 되며, 비디오 서비스 압축 코드는 지상파 디지털 TV의

MPEG-2보다 압축 효율이 뛰어난 MPEG-4를 적용한다. 전송 방식은 많은 수의 반송파에 신호를 실어 보내는 직교 주파

수 분할 다중화(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적용하는데, 이는 다중 경로 전파에 강인함을

내재하고 있어 이동 수신에 유리하다.

한편, 위성 DMB는 지상파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 대역인 극초단파(UHF)에 해당하는 2.535~2.655GHz 대역에서 서비스

가 이루어진다. 지상파 DMB가 지상의 송신소에서 전파를 발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위성 DMB는 대기권 밖의 위성

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날로그 방송이 1개의 주파수 대역에 1개의 프로그램만 전송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디지털 방송은 1개의 주파수 대역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멀티플렉싱(Multiplexing)하여 전송한다. 여기서, 멀티플렉싱된 방송 스트림을 앙상블(Ensemble)

이라 하는데, DMB의 경우 Musicam(MPEG-1 layer-2)로 인코딩된 오디오 스트림, MPEG-4로 인코딩된 후 MPEG-2의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에 실려서 전송되는 A/V 스트림 및 DLS(Dynamic Label Service), BWS

(Broadcast Web Site), JPEG 슬라이드 쇼, TPEG(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등의 데이터가 하나의 앙상블에

포함된다.

도 1은 종래의 지상파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포함된 앙상블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204~210MHz 대역폭의 지상파(10) 주

파수 안에 1.536MHz 대역폭의 앙상블이 3개(11, 12, 13) 포함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앙상블(11, 12 또는 13)에는 최대 1.152Mbps 대역폭 이내로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의 다양한 조합에 따

른 컨텐츠가 포함될 수 있는데, 포함되는 컨텐츠의 종류는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과는 다르게 다른 성격의 컨텐츠를 멀티플렉싱하여 1개의 주파수 대역에 송출하는데 이에 따

라, DMB 단말기는 앙상블을 포함한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디코딩 모듈을 지원해야 한다.

DMB 단말기는 소정의 전송 주기(국내의 경우 96ms)로 전송되는 프레임을 수신하는데, 프레임은 동기 채널

(Synchronization Channel, 이하 SC라 한다) 필드, 빠른 정보 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 이하 FIC라 한다) 필드 및

주 서비스 채널(Main Service Channel) 필드로 구성된다.

SC 필드는 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프레임의 동기화에 사용된다. FIC 필드는 앙상블의 구성 정보 및 서

비스 정보를 포함한다. MSC는 컨텐츠를 포함하는 필드로서 앙상블의 구성 내용에 따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서브 채널

(sub-channel)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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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MB 단말기는 주파수를 동조(tune)한 후 FIC에 포함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MSC의 논리적인 구성 정보를 확인하

고, MSC의 구성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DMB 단말기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복수 개의 앙상블 중 하나에 대한 주파수 동조를 한 후에 앙상블

에 포함된 컨텐츠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 및 동조된 앙상블의 수신 강도를 출력한다.

이 때, 현재 동조된 앙상블 이외의 다른 앙상블의 수신 강도를 알기 위하여 또는 다른 앙상블에 포함된 컨텐츠를 출력하기

위하여 DMB 단말기는 다른 앙상블로 다시 동조하여야 한다.

또한, DMB 단말기는 하나의 컨텐츠만을 제공하므로, 서로 다른 앙상블에 포함된 컨텐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

도 2는 종래의 서로 다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업체에서 제공하는 앙상블의 수신 감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업체는 서로 다른 출력(capacity)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

호를 송출한다. 이에 따라, DMB 장치에 의해 수신되는 앙상블(21, 22, 23)의 수신 감도는 제공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수신 감도는 DMB 장치의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 공개 특허 10-2004-0100171은 복수의 튜너와 튜너를 통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방식으로 송출되는 신호를 수

신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비시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수신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듀얼 방송 출력 기능을 갖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복수 개의 튜너를 통하여 수신된 방송 신호를 출력하는 것에 불과하며, 현재 동조되지 않은 앙상블의

수신 강도를 알려주지는 못하고 있다. 즉, 수신 강도가 약한 하나 또는 복수 개의 방송을 출력하므로 사용자는 수신 강도가

양호한 앙상블을 찾기 위하여 여전히 재동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DMB 단말기를 통하여 수신 강도가 양호한 앙상블의 컨텐츠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

는 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하는 튜너를 복수 개 구비하여 하나의 앙상블을 통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

신과 다른 앙상블의 수신 감도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재 컨텐츠 수신에 사용되지 않는 다른 튜너를 이용하여 현재 컨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앙상블의 수

신 감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수신 감도가 특정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는 사용자

로부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신호에 대한 선택 명령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어부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튜너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 명령 메시지에 대응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복조부

와,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확인하는 수신 감도 확인부 및 상기 확인된 수신 감도에 따라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출력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

송 신호에 대한 선택 명령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튜너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 명령 메시지에 대응

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된 수신 감도에 따라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출력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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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첨부된 블록도의 각 블록과 흐름도

의 각 단계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

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블

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

트럭션들은 특정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

는 컴퓨터 이용 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

능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

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

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제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

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

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및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 또는 각 단계는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몇 가지 대체 실행예들에서는 블록들 또는 단계들에서 언급된 기

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 또는 단계

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 또는 단계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으

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의 역할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이하, DMB 장치라 한

다)(300)는 사용자로부터 특정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선택 명령 메시지를 입력받는다. 여기서, 선택 명령 메시지

에는 앙상블의 종류 필드, 서브 채널 필드, 수신 감도 확인 필드, 비트 에러율 필드, 알림 메시지 필드 및 예약 필드 등의 정

보가 포함된다. 선택 명령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 5를 통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DMB 장치(300)는 복수 개의 튜너를 구비하여 복수 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사

용자는 복수 개의 선택 명령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선택 명령 메시지를 입력받은 DMB 장치(300)는 구비된 튜너를 통하여 선택 명령 메시지에 따른 디지털 멀

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한다. 도 3은 3개의 튜너(310, 320, 330)가 구비된 DMB 장치(300)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용자

로부터 비디오 수신, 데이터 수신 및 수신 감도 실시간 확인에 대한 선택 명령 메시지가 입력된 것을 가정한다.

사용자의 선택 명령 메시지에 따라, DMB 장치(300)의 제 1 튜너(310)는 특정 앙상블의 서브 채널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동조(tune)하여 비디오(315)를 수신하고, 제 2 튜너(320)는 다른 앙상블의 서브 채널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동조하여 데이

터(325)를 수신하며, 제 3 튜너(330)는 또 다른 앙상블의 서브 채널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동조하여 실시간으로 특정 디지

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335)를 수신한다. 여기서, 특정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335)는 오디오 신호, 비디오 신호

또는 데이터 신호로서 그 수신 감도가 미약하여 DMB 장치(300)에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DMB 장치(300)는 그 수신 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도 3의 DMB 장치(300)는 3개의 튜너(310, 320, 330)를 통하여 3개의 컨텐츠(315, 325, 335)를 수신함에 따라 장치는 비

디오 출력, 데이터 저장 및 특정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에 대한 수신 감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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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서 실선과 점선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나타낸다. 즉, 실선은 해당 신호의 수신 감도가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것을 나타내고, 점선은 해당 신호의 수신 감도가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

해, 제 1 튜너(310) 및 제 2 튜너(320)를 통해 각각 수신된 비디오(315) 및 데이터(325)의 수신 감도는 소정 임계치를 초

과하므로 DMB 장치(300)에 의해 비디오 출력 및 데이터 저장이 수행되고, 제 3 튜너(330)를 통해 수신된 컨텐츠(335)의

수신 감도는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DMB 장치(300)에 의해 수신 감도 확인만이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 1 튜너(310) 또는 제 2 튜너(320)를 통하여 수신되는 비디오(315) 또는 데이터(325)의 수신 감도가 소정 임계

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디오 출력 및 데이터 저장이 수행되지 않고, 수신 감도 확인만이 수행될 수 있다.

여기서, 임계치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비트 에러율(BER; Bit Error Ratio)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사용

자는 DMB 표준에서 제시하는 최저 비트 에러율인 10-2을 임계치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트 에러율을 임계치로 설

정할 수도 있다.

수신 감도는 DMB 장치(300)에 의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데,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던 수신 감도가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

면 DMB 장치(300)는 해당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에 대한 기능(출력 또는 저장 등)을 수행하거나 별도의 알림 수단

을 이용하여 알림 메시지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특정 비디오를 시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특정 비디오에 대한 수신 감도가 미약한 경우, 특정 비디오에 대한 출

력 예약을 한 상태에서 다른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DMB 장치(300)는 다른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출력하면서 특정 비디오의 수신 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다가 그 수신 감도가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다

른 비디오의 출력을 중단하고, 특정 비디오를 출력하거나 별도의 알림 메시지를 출력한다.

또한, 사용자는 현재 시청 중인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면서, 자신이 시청하고자 하는 다른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DMB 장

치(300)는 복조부(410), 채널 디코딩부(420), 수신 감도 확인부(430), 결정부(440), A/V 디코딩부(450), 제어부(460)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47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제어부(460)는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에 대한 선택 명령 메시지를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470)를 이용하여 선택 명령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입력된 선택 명령 메시지가 제어부

(460)로 전달되는 것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청취 또는 시청하고자 하는 특정 앙상블(Ensemble) 및 앙상블에 포함된 서브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때, 복수 개의 앙상블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영상 시청을 위하여 제 1 앙상블의 동영상 채널을 선택함과 동

시에 데이터 수신을 위하여 제 2 앙상블의 데이터 제공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제어부(460)는 선택 명령 메시지에 따라 복조부(410), 채널 디코딩부(420), 수신 감도 확인부(430), 결정부(440), A/V 디

코딩부(450), 사용자 인터페이스(470) 및 DMB 장치(300)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470)로

부터 선택 명령 메시지를 전달 받아 복조부(410) 및 결정부(440)로 전달하거나, A/V 디코딩부(450)로부터 오디오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전달 받아 사용자 인터페이스(470)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복조부(41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튜너(411a, 412a, 413a)를 이용하여 선택 명령 메시지에 대응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복조부(41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튜너(411a, 412a, 413a) 및 복조기(411b, 412b, 413b)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튜너(411a, 412a 또는 413a)는 전달 받은 선택 명령 메시지에 대응되는 주파수로 동조(tune)하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

송 신호를 수신한다. 여기서, 복조부(410)에는 서로 다른 복수 개의 튜너(411a, 412a, 413a)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주파수로 동조된 복수 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가 수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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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부(410)는 구비된 각 튜너(411a, 412a 또는 413a)에 대응되는 복조기(411b, 412b 또는 413b)를 구비하는데 이에 따

라, 튜너(411a, 412a 또는 413a)가 수신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는 대응되는 복조기(411b, 412b 또는 413b)에서

복조된다.

복조기(411b, 412b, 413b)는 피변조파에서 본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조부(410)에 포함된 각 복조기(411b, 412b 또는 413b)는 자동 이득 제어 증폭부, 발진부, A/D 변환부, 심볼 복구부 및

채널 복호화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자동 이득 제어 증폭부는 전달 받은 방송 신호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가능한 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신호 이득을 보상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수신된 방송 신호가 미약하므로 정상적으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방송 신호의

출력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발진부는 전달 받은 방송 신호를 샘플링하기 위한 샘플링 주파수를 발생하고, A/D 변환부는 자동 이득 제어 증폭부에서 증

폭된 방송 신호를 발진부에서 발생된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방송 신호는 심볼 복구부로 전달되는데, 심볼 복구부는 기저대역 신호 처리를 통해 나온 현

재 심볼들의 타이밍 에러를 피드백 받아서 A/D 변환부로부터 전달 받은 디지털 신호와 신호 사이의 에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위상 잡음 제거 및 심볼간 간섭을 제거한 후 채널 복호화부로 전달한다.

채널 복호화부는 기저대역 신호로부터 송신 시 삽입되었던 동기 신호들을 복원하고, 복원된 동기 신호들을 이용하여 수신

된 데이터 즉,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복구한다.

참고적으로, 복조기(411b, 412b 또는 413b)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복조기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복조기(411b, 412b 또는 413b)는 하나의 채널을 다수의 협대역 부채널로 분할

하고, 서로 직교하는 다수의 부반송파를 각 협대역 채널에 할당한 후에 이를 변조하여 다중화할 수 있다.

복조부(410)에 의해 복조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는 채널 디코딩부(420)로 전달되는데, 채널 디코딩부(420)는 전

달 받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에 포함된 전송 오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채널 디코딩부(420)는 복수 개

의 튜너(411a, 412a, 413a) 및 복조기(411b, 412b, 413b)로 구성된 복조부(410)로부터 복수 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

송 신호를 전달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채널 디코딩부(420)도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 개의 채널 디코더(421,

422, 423)를 구비할 수 있으며, 하나의 채널 디코더가 전달된 순서대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전송 오류를 제거

할 수도 있다.

오류가 제거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는 수신 감도 확인부(430)로 전달되고, 수신 감도 확인부(430)는 전달 받은 디

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확인한다.

여기서, 수신 감도 확인부(430)는 상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비트 에러율를 이용하여 수신 감도를 확인

할 수 있다.

확인된 수신 감도는 결정부(440)로 전달되고, 결정부(440)는 확인된 수신 감도에 따라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

호의 출력 여부를 결정한다. 즉, 결정부(440)는 확인된 수신 감도가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

어 방송 신호의 출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임계치는 비트 에러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에 의해 별도로 설정될 수 있다.

결정부(440)에 의해 출력이 결정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는 A/V 디코딩부(450)로 전달되어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디코딩이 수행된다. 여기서, 결정부(440)로부터 전달받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가 복수 개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A/V 디코딩부(450)는 복수 개의 A/V 디코더(441, 442, 443)를 구비할 수 있으며, 하나의 A/V 디코더(441, 442 또

는 443)가 전달되는 순서대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디코딩을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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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470)는 입력 수단 및 출력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입력 수단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에 대한 선택 명령 메시지를 입력받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는 버튼, 터치 패드 및 터치 스크린 등의 입력 수단을

이용하여 선택 명령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470)의 출력 수단은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출력 수단은 사용자의 선택 명

령 메시지에 따라 선택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 중 결정부(440)에 의해 결정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가 있

는 경우 이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

가 기준 미달인 경우, 이에 대한 설정을 한 상태에서 다른 주파수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시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설정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가 양호해지면 출력 수단에 의해 출력된 알림 메시지를 통하여 시청

하지 않고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력 수단으로는 스피커와 같은 오디오 출력 수단과 비디오를 출력할 수 있는 비디오 출력 수단으로 구성되는데, 비디오

출력 수단은 입력된 영상 신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음극선관(CRT, Cathode Ray Tube), 액정 화면(LCD, Liquid

Crystal Display), 발광 다이오드(LED, Light-Emitting Diode),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Plasma Display Panel) 등의 영상 표시 수단이 구비된 모듈로서 전달 받은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DMB 장치(300)는 결정부(440)에 의해 결정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 중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수단

(미도시)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선택 명령 메시지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선택 명령 메시지(500)는 앙상블의 종류 필드

(510), 서브 채널 필드(520), 수신 감도 확인 필드(530), 비트 에러율 필드(540), 알림 메시지 필드(550) 및 예약 필드

(56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앙상블의 종류 필드(510)에는 특정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앙상블의 종류가 입력된다.

서브 채널 필드(520)에는 선택된 앙상블에 포함된 서브 채널 중 하나가 입력된다. 즉, 사용자는 서브 채널을 선택함으로써

비디오, 오디오 또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DMB 장치(300)로 하여금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신 감도 확인 필드(530)에는 선택된 앙상블에 포함된 서브 채널에 대한 수신 감도 확인 여부에 대한 플래그가 입력된다.

즉, 0 또는 1의 값이 입력되는 것으로서, 0의 값이 입력되면 DMB 장치(300)는 해당 앙상블에 포함된 서브 채널에 대한 수

신 감도를 확인하지 않으며, 1의 값이 입력되면 DMB 장치(300)는 해당 앙상블에 포함된 서브 채널에 대한 수신 감도를 확

인한다. 참고적으로, 수신 감도 확인 필드(530)에 0이 입력된 경우 이후 필드 즉, 비트 에러율 필드(540), 알림 메시지 필

드(550) 및 예약 필드(560)에 입력된 값은 무시될 수 있다.

비트 에러율 필드(540)에는 전술한 임계치가 입력된다. 즉, 비트 에러율 필드(540)에 입력된 임계치는 선택되어 수신되고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작업 수행(방송 출력 또는 알림 메시지 출력)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알림 메시지 필드(550)에는 알림 메시지 출력 여부에 대한 플래그가 입력된다. 알림 메시지는 선택된 앙상블에 포함된 서

브 채널에 대한 수신 감도가 비트 에러율 필드(540)에 입력된 비트 에러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출력되는 메시지로서, 0 또는 1의 값이 입력될 수 있다. 여기서, 알림 메시지 필드(550)에 0의 값이 입력되

면 DMB 장치(300)는 알림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고, 알림 메시지 필드(550)에 1의 값이 입력되면 DMB 장치(300)는 알림

메시지를 출력한다.

예약 필드(560)에는 수신 감도 확인 대상이 되는 특정 앙상블의 서브 채널에 대한 수신 감도 확인 시간 및 작업 수행 여부

가 입력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예약 필드(560)에 입력할 수 있는데, 예약 필드(560)에 설정된

시간이 입력되면 DMB 장치(300)는 설정된 시간 동안에만 수신 감도를 확인하고, 설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수신 감도 확인

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DMB 장치(300)는 불필요한 연산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예약 필드(560)에 입력된 작업 수행 여부는 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수행 여부로서 0 또는 1의 값이 입

력될 수 있다. 즉, 작업 수행 여부에 0의 값이 입력되면 DMB 장치(300)는 수신 감도가 임계치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작

업을 수행하지 않고, 작업 수행 여부에 1의 값이 입력되면 DMB 장치(300)는 수신 감도가 임계치를 초과함에 따라 출력 또

는 저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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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 출력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사용자의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따라 DMB 장치(300)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도 6은 제 1 컨텐츠(610a)와 제 2 컨텐츠(620a) 2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DMB 장치(300)

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제 1 단계(S1010) 및 제 2 단계(S1020)로 구분된 DMB 장치(300)의 작업을 나타내고 있다.

제 1 단계(S1010)에서 DMB 장치(300)는 사용자의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따라 제 1 컨텐츠(610a) 및 제 2 컨텐츠

(620a)를 수신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실제로 시청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제 2 컨텐츠(620a)인데, 제 2 컨텐츠(620a)의 수

신 감도가 기 설정된 수신 감도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DMB 장치(300)는 제 1 컨텐츠(610a)만을 디스플레이하면서 제 2

컨텐츠(620a)에 대해서는 실시간 수신 감도 확인을 수행한다. 그러다가, 제 2 컨텐츠(620a)의 수신 감도가 기 설정된 수신

감도를 초과하게 되면 제 2 단계(S1020)로 전환되는데, 제 2 단계(S1020)에서 DMB 장치(300)는 제 1 컨텐츠(610b)의

디스플레이를 중단하고, 제 2 컨텐츠(620b)를 디스플레이한다. 즉, 별도의 알림 메시지 없이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전환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이 차선으로 선택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다가 자신이 최선으로 선택한 디지털 멀티

미디어 방송을 신속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일단 화면의 전환이 수행된 후에 최선으로 선택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즉, 제 2 컨텐츠(620b)의 수신 감도가

다시 임계치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DMB 장치(300)는 다시 이전에 디스플레이 중이던 제 1 컨텐츠(610b)를 디스플레이

하면서 제 2 컨텐츠(620b)에 대한 수신 감도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알림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사용자의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따라 DMB 장치(300)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도 7은 제 1 컨텐츠(710a)와 제 2 컨텐츠(720a) 2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DMB 장치(300)

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제 1 단계(S1110) 및 제 2 단계(S1120)로 구분된 DMB 장치(300)의 작업을 나타내고 있다.

제 1 단계(S1110)에서 DMB 장치(300)는 사용자의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따라 제 1 컨텐츠(710a) 및 제 2 컨텐츠

(720a)를 수신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실제로 시청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제 2 컨텐츠(720a)인데, 제 2 컨텐츠(720a)의 수

신 감도가 기 설정된 수신 감도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DMB 장치(300)는 제 1 컨텐츠(710a)만을 디스플레이하면서 제 2

컨텐츠(720a)에 대해서는 실시간 수신 감도 확인을 수행한다. 그러다가, 제 2 컨텐츠(720a)의 수신 감도가 기 설정된 수신

감도를 초과하게 되면 제 2 단계(S1120)로 전환되는데, 제 2 단계(S1120)에서 DMB 장치(300)는 제 1 컨텐츠(710b)의

디스플레이를 지속시키면서 구비된 출력 수단을 이용하여 알림 메시지(750 또는 760)를 출력한다. 즉, 음성 또는 영상으

로 제 2 컨텐츠(720b)의 수신 감도가 양호하다는 메시지(750 또는 760)를 출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이 차선으로 선택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면서, 자신이 최선으로 선택한 디지털 멀티

미디어 방송으로의 화면 전환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DMB 장치(300)는 사용자로부터 선택 명령 메시지(500)를 입

력받는다(S810). 여기서,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는 앙상블의 종류 필드(510), 서브 채널 필드(520), 수신 감도 확인 필

드(530), 비트 에러율 필드(540), 알림 메시지 필드(550) 및 예약 필드(560)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470)를 통하여 입력된 선택 명령 메시지(500)는 제어부(460)로 전달되고, 제어부(460)는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따라 복조부(410), 채널 디코딩부(420), 수신 감도 확인부(430), 결정부(440) 및 A/V 디코딩부(450)에 대

한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우선 제어부(460)는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포함된 앙상블의 종류 및 서브 채널을 복조부(410)로 전달하는데 이에 따

라, 복조부(41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튜너(411a, 412a, 413a)를 이용하여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대응되는 디지털 멀

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한다(S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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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부(410)는 서로 다른 복수 개의 튜너(411a, 412a, 413a) 및 복조기(411b, 412b, 413b)로 구성될 수 있는데, 튜너

(411a, 412a, 413a)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복조기(411b, 412b, 413b)는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

어 방송 신호에 대한 복조를 수행한다.

복조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는 채널 디코딩부(420)로 전달되고, 채널 디코딩부(420)는 전달 받은 디지털 멀티미

디어 방송 신호에 포함된 전송 오류를 제거한다. 여기서, 채널 디코딩부(420)는 하나 또는 복수 개의 채널 디코더를 이용하

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에 포함된 전송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류가 제거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는 수신 감도 확인부(430)로 전달되고, 수신 감도 확인부(430)는 전달

받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수신 감도를 확인한다(S830).

여기서, 수신 감도 확인부(430)는 수신 감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비트 에러율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수신 감도 즉, 비트 에러율은 결정부(440)로 전달되고, 결정부(440)는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

의 출력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결정부(440)에 의한 결정은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즉, 결정부(440)는 선택 명령 메시지

(500)의 수신 감도 확인 필드(530)를 확인하는데(S840), 수신 감도 확인 플래그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결정부(440)

는 수신 감도 확인부(430)로부터 전달 받은 수신 감도를 무시하고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가 처리되도록 한

다(S880). 이에 따라, 오디오 또는 비디오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는 A/V 디코딩부(450)로 전달되어 오디오 또는

비디오 디코딩이 수행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470)를 통하여 출력되며 데이터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는 DMB

장치(300)에 구비된 저장 수단(미도시)에 저장된다.

한편, 수신 감도 확인 플래그가 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결정부(440)는 수신 감도가 기 설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확인

한다(S850). 즉, 결정부(440)는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포함된 비트 에러율과 수신 감도 확인부(430)로부터 전달 받은

비트 에러율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수신 감도 확인부(430)로부터 전달 받은 비트 에러율이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포함

된 비트 에러율보다 큰 경우 선택 명령 메시지(500)에 포함된 알림 메시지 필드(550)를 확인한다(S860).

그리하여, 알림 메시지 플래그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결정부(440)는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출력을

결정하여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가 처리되도록 한다(S880). 이에 따라, 오디오 또는 비디오의 디지털 멀티미

디어 방송 신호는 A/V 디코딩부(450)로 전달되어 오디오 또는 비디오 디코딩이 수행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470)를 통

하여 출력되며 데이터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는 DMB 장치(300)에 구비된 저장 수단(미도시)에 저장된다.

한편, 알림 메시지 플래그가 1로 설정된 경우 결정부(440)는 수신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신호의 출력을 보류하고, 제

어부(460)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470)는 제어부(460)의 명령에 따라 알림 메시지를 출력한다.

즉, 음성 또는 영상의 알림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다(S870).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

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있다.

첫째, 복수 개의 튜너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앙상블에 포함된 복수 개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현재 컨텐츠 수신에 사용되지 않는 다른 튜너를 이용하여 현재 컨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앙상블의 수신 감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수신 감도가 특정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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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지상파 채널 중 하나의 채널에 포함된 앙상블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종래의 서로 다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업체에서 제공하는 앙상블의 수신 감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의 역할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선택 명령 메시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 출력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알림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410 : 복조부 420 : 채널 디코딩부

430 : 수신 감도 확인부 440 : 결정부

450 : A/V 디코딩부 460 : 제어부

470 :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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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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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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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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