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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이영수

(54) 제어 장치 및 제어 방법

요약

방송국의 안테나로부터 전송된 무선파는 텔레비젼 수상기의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다. 텔레비젼 수상기는 수신한 무선파로

부터 EPG를 추출하여 적외선 송수신부를 통해 원격 제어기로 전송한다. 원격 제어기는 수신한 EPG를 LCD에 표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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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선택 대기 상태가 된다. 소정의 프로그램이 선택된 후 예약 버튼이 눌린 경우, 원격 제어기는 기록 예약을 위한

제어 명령을 비디오 테이프 기록 장치로 전송한다. 비디오 테이프 기록 장치는 적외선 송수신부로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지정된 프로그램의 기록 예약이 설정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텔레비전 수상기, 원격 제어기, 프로그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의 구성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원격 제어기(1)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원격 제어기(1)의 상세한 구성례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4는 도 1에 도시된 개인용 컴퓨터(3)의 상세한 구성례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5는 도 1에 도시된 텔레비젼 수상기(9)의 상세 구성례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6은 도 1에 도시된 VTR(13)의 상세 구성례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7은 도 3의 원격 제어기(1)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례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8은 EPG의 데이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도 7에 도시된 단계 S8의 실행 결과로서 LCD(1f)상에 표시된 화상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도 3의 원격 제어기(1)에 의해 수행되는 다른 동작례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단계 S31의 실행 결과로서 LCD(1f)상에 표시될 화상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도 3의 원격 제어기(1)에 의해 수행되는 또 다른 동작례의 순서도.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단계 S53의 실행 결과로서 LCD(1f)상에 표시되는 화상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도 12에 도시된 단계 S57의 실행 결과로서 개인용 컴퓨터(3)의 CRT 모니터(4)상에 표시되는 화상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c : RAM

1d : IF

1e : 적외선 송수신부

1h :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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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 : 스피커

2 : IC 카드

3a : CPU

3d : 모뎀부

6 : 적외선 송수신부

9a : CPU

9e : TV 튜너

10 : 적외선 송수신부

13a : CPU

13e : VT 기록/재생부

14 : 적외선 송수신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제어 장치 및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부가 정보가 부가되는 정보가 교환되는 방식의 제어 장치 및 제

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VTR (video tape recorder)을 이용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경우, 예컨대 신문, 매거진 등의 프로그

램 면을 참조하여 VTR의 조작부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방송 채널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텔레비젼 수상기로 수신한 광고 메시지 등에 포함된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종이 등에 적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각 경우에,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한 후 VTR의 조작부를 통해 입력하거나 종이 등에 기록을 남겨

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부주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잊어버리게 되는 문제를 유발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VTR 또는 텔레비젼 수상기와 같은

전기 기기를 제어하거나 사용자가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할 필요 없이 유용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양태에 따르면,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전기 기

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로 상기 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 상기 수신된 정보로부터

추출되어 상기 전기 기기에 의해 전송된 부가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 및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부

가 정보를 표시 장치에 출력하기 위한 출력 수단을 포함하는 제어 장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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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전기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 방법에 있

어서, 상기 전기 기기로 상기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단계; 상기 수신된 정보로부터 추출되어 상기 전기 기기에 의해

전송된 부가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단계; 및 상기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표시 장치에 출력하는 출력 단계

를 포함하는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전기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에 사

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전기 기기로 상기 제어 신호

를 전송하는 전송 단계; 상기 수신된 정보로부터 추출되어 상기 전기 기기에 의해 전송된 부가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단계;

및 상기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표시 장치에 출력하는 출력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2 양태에 따르면,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고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에 따라 작업

을 수행하는 전기 기기에 있어서,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제1 수신 수단; 상기 제1 수

신 수단에 의해 수신되는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제어 수단; 상기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제2 수신 수단; 상기 제2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되는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 수단; 및

상기 추출 수단에 의해 추출되는 부가 정보를 상기 제어 장치에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전기 기기가 제공된

다.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고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제1 수신 단계; 상기 제1 수신 단계에서 수신되는 상

기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 단계; 상기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제2 수신 단계; 상기 제

2 수신 단계에서 수신되는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 단계; 및 상기 추출 단계에서 추출되는 부가 정보를 상

기 제어 장치에 전송하는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 기기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고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전기 기기에 사용되

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제1 수신 단계; 상기 제1 수신 단계에서 수신되는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 단계; 상

기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제2 수신 단계; 상기 제2 수신 단계에서 수신되는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 단계; 및 상기 추출 단계에서 추출되는 부가 정보를 상기 제어 장치에 전송하는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 양태에 따르면,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전기 기기 및 상기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전

송하여 상기 전기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전기 기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는 상기 제어 장치로

부터 전송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제1 수신 수단; 상기 제1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되는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제

어를 수행하기 위한 제어 수단; 상기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제2 수신 수단; 상기 제2 수신 수단

에 의해 수신되는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 수단; 및 상기 추출 수단에 의해 추출되는 부가 정보를 상기

제어 장치에 전송하기 위한 제1 전송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로 상기 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

한 제2 전송 수단; 상기 수신된 정보로부터 추출되어 상기 전기 기기에 의해 전송된 부가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제3 수신

수단; 및 상기 제3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표시 장치에 출력하기 위한 출력 수단을 포함하는 전기 기기

시스템이 제공된다.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전기 기기 및 상기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전기 기기를 제어

하는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전기 기기 시스템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방법의 전기 기기측 부분은 상기 제어 장치

로부터 전송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제1 수신 단계; 상기 제1 수신 단계에서 수신되는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를 수

행하는 제어 단계; 상기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제2 수신 단계; 상기 제2 수신 단계에서 수신되는 정

보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 단계; 및 상기 추출 수단에서 추출되는 부가 정보를 상기 제어 장치에 전송하는 제1

전송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방법의 제어 장치측 부분은 상기 전기 기기로 상기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제2 전송 단계;

상기 제어 방법의 전기 기기측 부분의 상기 제1 전송 단계에서 전송된 부가 정보를 수신하는 제3 수신 단계; 및 상기 제3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표시 장치에 출력하는 출력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 기기 시스템 제어 방법이 제공

된다.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전기 기기 및 상기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전기 기기를 제어

하는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전기 기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기 기기측 부분은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제1 수신 단계; 상기 제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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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단계에서 수신되는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 단계; 상기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

는 제2 수신 단계; 상기 제2 수신 단계에서 수신되는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를 추출하는 추출 단계; 및 상기 추출 수단에서

추출되는 부가 정보를 상기 제어 장치에 전송하는 제1 전송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어 장치측 부분은

상기 전기 기기로 상기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제2 전송 단계;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기 기기측 부분의 상기 제1 전송

단계에서 전송된 부가 정보를 수신하는 제3 수신 단계; 및 상기 제3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표시 장치에

출력하는 출력 단계를 포함하는 전송 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1 양태에 따른 상기 제어 장치, 제어 방법 및 전송 매체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가 전송되고, 수

신된 정보로부터 추출되어 상기 전기 기기에 의해 전송된 부가 정보가 수신되며, 수신된 부가 정보는 표시 장치에 출력된

다. 예컨대, 입력부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제어 신호가 전기 기기로 전송된다. 수신된 정보로부터 추출되어 상기 전

기 기기에 의해 전송된 부가 정보인 EPG가 수신된다. 수신된 부가 정보는 표시 장치인 LCD에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2 양태에 따른 전술한 전기 기기,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 및 전송 매체에 있어서,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가 수신되고, 수신된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가 수행되며,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가 수신되고, 수신된 정보

로부터 부가 정보가 추출되며, 추출된 부가 정보가 제어 장치로 전송된다. 예컨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어 제어 장치로부

터 전송된 제어 신호가 수신된다. 전기 기기의 각 부분은 수신된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된다.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텔

레비젼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가 수신된다. 추가 정보인 EPG가 수신 정보로부터 추출된다. 추출된 EPG는 제어 장치

로 전송된다.

본 발명의 제3 양태에 따른 상기 전기 기기 시스템, 전기 기기 시스템의 제어 방법 및 전송 매체에 있어서, 전기 기기측에서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가 수신되고, 수신된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가 수행되며,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

가 수신되고, 수신된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가 추출되며, 추출된 부가 정보가 제어 장치로 전송된다. 제어 장치측에서, 제어

신호가 전기 기기로 전송되고, 전기 기기로부터 전송된 부가 정보가 수신되며, 수신된 부가 정보가 표시 장치에 출력된다.

예컨대, 전기 기기측에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어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가 수신된다. 전기 기기의 각 부분은

수신된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된다.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가 수신된다. 부가 정보

인 EPG가 수신 정보로부터 추출된다. 추출된 EPG는 제어 장치로 전송된다. 제어 장치측에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어 제

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가 전기 기기로 전송된다. 전기 기기로부터 전송된 부가 정보인 EPG가 수신된다. 수신된

부가 정보는 표시 장치인 LCD에 출력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구성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에서, 원격 제어기(리모콘)(1)는 후술될 조작부로부터 입력된 제어 신호를 적외선 신호로 변환하여 제어의 대상인 전

기 기기(개인용 컴퓨터(3), 텔레비젼 수상기(9) 또는 VTR(13))로 전송한다. 또한, 원격 제어기(1)는 전기 기기로부터 전송

된 부가 정보를 수신한다.

IC 카드(저장 수단)(2)는 원격 제어기(1) 안으로 삽입되어져 쿠폰 정보와 같은 광고 정보가 공급될 때 이를 저장한다.

개인용 컴퓨터(3)는 인터넷과 같은 망(7)을 통해 서버(8)에 접속되어 규정된 정보를 서버(8)와 교환한다. CRT 모니터(4)

는 개인용 컴퓨터(3)에 의해 생성된 정보, 망(7)을 통해 서버(8)로부터 공급된 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표시한다.

마우스(5)는 사용자가 소정의 정보를 입력할 때에 사용자에 의해 조작된다. 적외선 송수신부(6)(제1 수신 수단, 전송 수단,

제1 전송 수단)는 적외선을 통해 원격 제어기(1)에 대해 제어 신호 및 부가 정보를 송수신한다.

텔레비젼 수상기(9)는 안테나(11)를 통해, 방송국의 안테나(12)로부터 전송된 무선파를 수신하고, 원하는 채널에서 신호

를 추출하여 이를 표시한다. 또한, 텔레비젼 수상기(9)는 적외선 송수신부(10)(제1 수신 수단, 전송 수단, 제1 전송 수단)

를 통해, 적외선을 이용하여 원격 제어기(1)에 대해 제어 신호 및 부가 정보를 송수신한다.

VTR(13)은 텔레비젼 수상기(9)로부터 제공된 비디오 신호를 비디오 테이프(이하, "VT"로 약칭함)에 기록하며, VT에 기

록된 비디오 신호를 재생한다. 또한, VTR(13)은 적외선 송수신부(14)(제1 수신 수단, 전송 수단, 제1 전송 수단)를 통해,

적외선을 이용하여 원격 제어기(1)에 대해 제어 신호 및 부가 정보를 송수신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원격 제어기(1)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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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1j)(통지 수단)는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비프(beep) 음 등을 발생시킨다. LCD(1f)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텔레

비젼 수상기(9)로부터 전송된 부가 정보 등을 표시한다.

LED(100)는 전기 기기와의 정보 통신이 이루어질 때에 턴온되어, 정보 통신시에 사용자가 원격 제어기(1)를 전기 기기(개

인용 컴퓨터(3), 텔레비젼 수상기(9) 또는 VTR(13))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

지한다.

전력 버튼(101)은 원격 제어에 의해 대상 전기 기기의 전력을 턴온 또는 오프하도록 조작된다.

전송 버튼(102)은 규정된 정보를 전기 기기로 전송하도록 조작된다. 취득 버튼(103)은 전기 기기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원

하는 정보를 취득(수신)하도록 조작된다.

소거 버튼(104)은 IC 카드(2)에 기록된 정보를 소거하도록 조작된다. 역으로, 저장 버튼(105)은 IC 카드(2)에 규정된 정보

를 저장하도록 조작된다.

예약 버튼(108)은 VTR(13)의 기록 예약을 위해 조작된다. 수정 버튼(107)은 이미 이루어진 기록 예약에 관한 정보를 수정

하도록 조작된다. 확인 버튼(106)은 이미 이루어진 기록 예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조작된다.

수치 버튼(111-120)은 예컨대 텔레비젼 수상기(9)의 수신 채널을 변경하도록 조작된다.

R 버튼(109)은 설정 내용을 변경하도록 조작된다. L 버튼(110)은 입력 명령 등을 결정하도록 조작된다. 십자형 버튼(121)

은 커서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도록 조작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원격 제어기(1)의 상세한 구성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에서, CPU(1a)는 장치의 각 부분을 제어하고 각종 작업 등을 수행한다. ROM(1b)은 각종 프로그램, 데이타 등을 저장

한다. RAM(1c)(제2 저장 수단)은 CPU(1a)가 각종 작업을 수행할 때에 임시 데이타, 프로그램 등을 일시 저장한다.

인터페이스(IF)(1d)(출력 수단)는 자신에 접속된 장치들(적외선 송수신부(1e) 등) 각각의 데이타 표현 형식에 따라 데이타

를 변환하여 CPU(1a)와 장치간의 데이타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적외선 송수신부(1e)(전송 수단, 수신 수단, 제2 전송 수단, 제3 수신 수단)는 적외선을 통해 전기 기기와 정보를 교환한

다. 즉, 적외선 송수신부(1e)는 IF(1d)로부터 공급된 데이타를 기초로 한 적외선을 전송하며, 또한 전기 기기로부터 전송

된 적외선을 수신하여 이것을 대응하는 전기 신호를 변환하고 IF(1d)를 통해 CPU로 출력한다.

LCD(1f)는 IF(1d)로부터 공급된 화상 신호를 표시한다. 타이머(1g)는 날짜와 시각을 유지한다.

입력부(1h)(선택 수단, 제2 선택 수단)는 사용자가 규정된 제어 명령 등을 입력할 때에 조작되며, 상세하게는 예컨대 도 2

에 도시된 조작 버튼이다. IC 카드 기록/재생부(1i)는 IC 카드(2)에 정보를 기록하며, IC 카드로부터 정보를 판독한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개인용 컴퓨터(3)의 구성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에서, CPU(3a)(제어 수단, 추출 수단)는 기기의 각 부분을 제어하며 각종 작업 등을 수행한다. ROM(3b)은 각종 프로

그램, 데이타 등을 저장한다. RAM(3c)은 CPU(3a)가 각종 작업을 수행할 때에 임시 데이타, 프로그램 등을 임시 저장한

다.

인터페이스(IF)(3e)는 자신에 접속된 장치들(CRT 모니터(4), 입력 장치(5) 및 적외선 송수신부(6)) 각각의 데이타 표현 방

식에 따라 데이타를 변환하여 CPU(3a)와 장치간의 데이타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CRT 모니터(4)는 개인용 컴퓨터(3)로부터 출력되는 RGB 신호를 화상으로 표시한다. 입력 장치(5)는 예컨대 도 1에 도시

된 마우스(또는 키보드)이며, 사용자가 소정의 정보를 입력할 때에 조작된다.

등록특허 10-0550189

- 6 -



적외선 송수신부(6)는 적외선을 통해 원격 제어기(1)와 정보를 교환한다. 즉, 적외선 송수신부(6)는 IF(3e)로부터 공급된

데이타를 기초로 한 적외선을 전송하며, 또한 원격 제어기(1)로부터 전송된 적외선을 수신하고 이를 대응하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IF(3e)를 통해 CPU(3e)로 출력한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텔레비젼 수상기(9)의 상세한 구성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에서, CPU(9a)(제어 수단, 추출 수단)는 장치의 각 부분을 제어하며 각종 작업 등을 수행한다. ROM(9b)은 각종 프로

그램, 데이타 등을 저장한다. RAM(9c)은 CPU(9a)가 각종 작업을 수행할 때에 임시 데이타, 프로그램 등을 임시 저장한

다.

인터페이스(IF)(9d)는 자신에 접속된 장치들(TV 튜너(9e), 입력부(9g) 및 적외선 송수신부(10)) 각각의 데이타 표현 방식

에 따라 데이타를 변환하여, CPU(9a)와 장치간의 데이타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TV 튜너(9e)(제2 수신 수단)는 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안테나(11)에 의해 수신된 무선파로부터 선택된 채널의 신호를

추출하여 표시부(CRT)가 그 신호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TV 튜너(9e)는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광고 정보

(쿠폰 정보, URL 등을 포함) 또는 방송파에 포함된 유사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것을 IF(9d)에 문자 데이타로서 공급한다.

TV 튜너(9e)의 수신 채널은 IF(9d)를 통해 CPU(9a)로부터 공급된 제어 신호에 따라 선택된다.

입력부(9g)는 예컨대 채널 선택 버튼, 볼륨 버튼(도시되지 않음)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소정의 정보를 입력할 때에 조

작된다.

적외선 송수신부(10)는 적외선을 통해 원격 제어기(1)와 정보를 교환한다. 즉, 적외선 송수신부(10)는 IF(9d)로부터 공급

된 데이타를 기초로 한 적외선을 생성하여 전송하며, 또한 원격 제어기(1)로부터 전송된 적외선을 수신하여 이를 대응하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IF(9d)를 통해 CPU(9a)로 출력한다.

도 6은 도1에 도시된 VTR(13)의 상세한 구성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6에서, CPU(13a)(제어 수단, 추출 수단)는 기기의 각 부분을 제어하여 각종 작업을 수행한다. ROM(13b)은 각종 프로

그램, 데이타 등을 저장한다. RAM(13c)은 CPU(13a)가 각종 작업을 수행할 때에 임시 데이타, 프로그램 등을 임시 저장한

다.

인터페이스(IF)(13d)는 자신에 접속된 장치들(VT 기록/재생부(13e), 입력부(13f), 타이머(13g) 및 적외선 송수신부(14))

각각의 데이타 표현 방식에 따라 데이타를 변환하여 CPU(13a)와 장치간의 데이타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VT 기록/재생부(13e)(제2 수신 수단)는 텔레비젼 수상기(9)로부터 공급된 비디오 신호를 VT(13h)에 기록하며,

또한 VT(13h)에 기록된 비디오 신호를 재생하여 텔레비젼 수상기(9)로 출력한다.

입력부(13f)는 예컨대 기록 버튼, 재생 버튼, 정지 버튼(도시되지 않음)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소정의 정보를 입력할

때에 조작된다.

타이머(13g)는 날짜와 시각을 유지한다.

적외선 송수신부(14)는 적외선을 통해 원격 제어기(1)와 정보를 교환한다. 즉, 적외선 송수신부(14)는 IF(13d)로부터 공급

된 데이타를 기초로 한 적외선을 생성하여 전송하며, 또한 원격 제어기(1)로부터 전송된 적외선을 수신하여 대응하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IF(13d)를 통해 CPU로 출력한다.

다음에, 실시예의 동작을 도 7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은 방송국의 안테나(12)로부터 전송되어 텔레비젼 수상기(9)에 의해 수신된 EPG를 원격 제어기(1)로 취득하는 데 있

어서 원격 제어기(1)의 CPU(1a)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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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세스의 실행시, 단계 S1에서, 원격 제어기(1)의 CPU(1a)는 취득 버튼(103)을 눌렀는가를 판정한다. 취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경우(No), 프로세스는 단계 S1으로 복귀한다. 이러한 동작은 취득 버튼(103)이 눌러질 때까지

반복된다. 취득 버튼(103)을 누른 것으로 판정한 경우(Yes), 프로세스는 단계 S2로 진행한다.

단계 S2에서, CPU(1a)는 LED(100)를 턴온시켜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 S3으

로 간다.

단계 S3에서, CPU(1a)는 적외선 송수신부(1e)에 규정된 제어 신호를 공급한다. 결과적으로, 적외선 송수신부(1e)는 제어

신호에 대응하는 적외선 신호를 생성하여 이를 텔레비젼 수상기(9)로 전송한다. 텔레비젼 수상기(9)는 적외선 송수신부

(10)로 전송된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여 제어 신호를 재생한다. 텔레비젼 수상기(9)의 CPU(9a)는 적외선 송수신부(10)에

의해 수시된 제어 신호에 따라 TV 튜너(9e)에 의해 수신되는 EPG를 RAM(9c) 등에 임시 저장한 다음, 적외선 송수신부

(10)를 통해 원격 제어기(1)로 전송한다.

도 8은 EPG의 데이타 구조의 예를 나타낸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EPG는 복수의 데이타 블록(본 예에서는 4개)이 서

로 연결되도록 형성된다. 제1 블록(도 8에서 최좌측 블록)은 방송 번호를 지시하는 방송 태그 번호(200), 방송 시각 및 채

널을 지시하는 데이타(201), 및 제1 블록을 뒤따르는 블록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태그 번호(202)로 이루어진다.

제2 블록은 제1 블록에 대한 링크를 위한 프로그램 태그 번호(203), 프로그램 제목을 지시하는 데이타(204), 제3 블록을

지시하는 출연자 태그 번호(205), 및 제4 블록을 지시하는 내용 태그 번호(206)로 구성된다.

제3 블록(도 8에서 우상 위치에 도시됨)은 제2 블록에 대한 링크를 위한 출연자 태그 번호(207), 출연자명을 지시하는 데

이타(208), 및 출연자 정보를 지시하는 데이타(209)로 구성된다.

제4 블록(도 8에서 우하 위치에 도시됨)은 제2 블록에 대한 링크를 위한 내용 태그 번호(210) 및 프로그램 내용을 지시하

는 데이타(211)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상기 정보는 방송국으로부터 수직 재생 기간에 비디오 신호상에 중첩된 상태로 전송된다.

도 7을 다시 참조하면, 단계 S4에서, 원격 제어기(1)의 CPU(1a)는 수신된 EPG를 RAM(1c)의 규정된 영역에 저장한다.

전체 EPG가 저장된 때, 프로세스는 단계 S5로 간다.

단계 S5에서, CPU(1a)는 LED(100)를 턴오프시켜 정보 전송이 종료했음을 알린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 S6으로 간

다.

단계 S6에서, CPU(1a)는 현재의 수신 채널 번호를 인식한다. 즉, CPU(1a)는 적외선 송수신부(1e)로부터 규정된 제어 신

호를 전송하고, 응답 전송된 것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정보를 참조하여 현재 수신 채널 번호를 인식한다.

텔레비젼 수상기(9)에게 직접 질문하는 대신에, 채널 선택 바로 전에 누른 번호 버튼(111-120)의 일부를 참조함으로써 현

재의 수신 채널 번호를 인식할 수 있다.

단계 S7에서, CPU(1a)는 IF(1d)를 통해 타이머(1g)로부터 현재 시각을 지시하는 정보를 취득하여 현재 시각을 인식한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 S8로 간다.

단계 S8에서, CPU(1a)는 LCD(1f)가 현재 수신 채널상에서 현재 시각으로부터 앞으로 방송될 프로그램의 EPG를 표시하

도록 한다. 특히, CPU(1a)는 현재 수신 채널 및 단계 S7과 S8에서 인식된 현재 시각을 참조하여 현재 수신 채널상에서 현

재 시각으로부터 앞으로 방송될 프로그램에 관한 데이타를 위하여 RAM(1c)에 저장된 EPG(모든 채널에서 그 날에 방송될

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를 검색한 다음, LCD(1f)로 하여금 취득한 데이타를 표시하도록 한다.

도 9는 상기 동작 결과로서 LCD(1f)상에 표시될 EPG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예에서, EPG는 채널 10에서 현재 시각으로부터 앞으로 방송될 프로그램의 EPG이다. 특히, EPG는 "ABB News"가

6:00에서 6:30까지 방송되며, "Be Disgraced in Quiz Show"가 6:30에서 7:00까지 방송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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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G는 "TV Scramble"이 7:00에서 8:00까지 방송되고, "Monico Grand Prix"가 8:00에서 9:00까지 방송되며, "Creation

of All Things"가 9:00에서 10:00까지 방송되고, "News Station Eyes"가 10:00에서 11:30까지 방송되며, "Conductors

in the World"가 11:30에서 12:00까지 방송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실시예는 원격 제어기(1)로 텔레비젼 수상기(9)에 의해 수신된 EPG를 취득하고 그것을 LCD(1f)상에 표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예컨대, 사용자가 텔레비젼 수상기(9)에서 소정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용자는 텔레

비젼 수상기(9)의 표시를 방해하지 않고도 EPG를 사용하여 현재 시각부터 앞으로 방송될 프로그램을 검사할 수 있게 된

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현재 수신 채널상에서 현재 시각부터 앞으로 방송될 프로그램에 관한 EPG만을 표시하지만, 예컨대 모

든 채널상에서 방송될 모든 프로그램의 EPG가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그가 선정된 조작에 의해 표시하기를 원하

는 EPG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이 가능한다.

다음에, 도 10의 순서도를 참조하고, 도 9의 표시예를 이용하여 VTR(13)의 기록 예약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예를 설명한다.

도 10은 EPG를 취득한 원격 제어기(1)를 사용하여 VTR(13)의 기록 예약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예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0의 프로세스 진행시, 단계 S30에서, 원격 제어기(1)의 CPU(1a)는 도 9의 표시 화면상에서 소정의 프로그램이 선택

되었는지를 판정한다. 상세하게는, CPU(1a)는 도 2에 도시된 십자형 버튼(121)이 조작되어 도 9에 도시된 표시 화면상의

커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소정의 프로그램이 선택된 후에 선택을 위한 L 버튼(110)이 눌렸는가를 판정한다. CPU(1a)

가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경우(No), 프로세스는 단계 S30으로 복귀하여 상기 동작을 반복한다. 단계

S30에서 소정의 프로그램이 선택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Yes), 프로세스는 단계 S31로 간다.

이제, 도 9의 표시 화면상의 6번째 라인상에 표시된 항목 "10:00 - 11:30 News Station Eyes"가 십자형 버튼(121)에 의

해 선택된 후에 L 버튼(110)이 눌러졌다고 가정하면, 단계 S30에서 판정 "Yes"가 이루어지고, 프로세스는 단계 S31로 간

다.

단계 S31에서, 프로그램 제목과 방송 시각이 표시된다. 상세하게는, CPU(1a)는 RAM(1c)으로부터 프로그램 제목, 개시

및 종료 시각, 출연자(이 경우에는 앵커맨) 및 내용을 판독하여 이들을 LCD(1f)상에 표시한다.

도 11은 도 9의 표시예의 6번째 라인상에 도시된 프로그램 "10:00 - 11:30 News Station Eyes"가 선택된 때에 표시될 화

상의 예를 나타낸다. 이 표시예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의 제목 "News Station Eyes"는 화면의 상부에 도시된다. 방송 개시

시각 "10:00"과 종료 시각 "11:30"은 제목 아래에 도시된다. 앵커맨의 이름 "Tetsuya Kume" 및 "Etsuo Komiya"는 그 아

래에 도시된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 "Up-to-the-minute Reports of Electrics Return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O158" 및 "Does Life Exist on Mars?"는 그 아래에 표시된다.

도 10을 다시 참조하면, 단계 S32에서, CPU(1a)는 전송 버튼(102)이 눌렸는가를 판정한다. 전송 버튼(102)이 눌리지 않

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No), 프로세스는 단계 S32로 복귀하여 전송 버튼(102)이 눌릴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전송

버튼(102)이 눌린 것으로 판정된 경우(Yes), 프로세스는 S33으로 간다.

단계 S33에서, CPU(1a)는 기록 예약의 명령인 규정된 제어 신호와, 단계 S30에서 선택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즉 방송

개시 및 종료 시각과 방송 채널 번호를 적외선 송수신부(1e)를 통해 VTR(13)로 전송한다. VTR(13)의 CPU(13a)는 적외

선 송수신부(14)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IF(13d)를 통해 취득하여 이것을 RAM(13c)에 저장한다.

이 시점에서 전송 버튼(102)이 눌린 것으로 가정하자. 단계 S32에서 "Yes"의 판정이 이루어지고 프로세스는 단계 S33으

로 간다. 단계 S33에서, 기록 예약 명령인 제어 명령과 도 9의 화면상에 표시된 6번째 프로그램 "News Station Eyes"에

관한 정보(방송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과 방송 채널 번호)가 VTR(13)로 전송된다.

단계 S34에서, 예약 버튼(108)이 눌렸는가를 판정한다. 예약 버튼(108)이 눌리지 않은 경우(No), 프로세스는 단계 S34로

복귀하여 예약 버튼(108)이 눌릴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예약 버튼(108)이 눌린 것으로 판정된 경우(Yes), 프로세

스는 단계 S35로 간다.

단계 S35에서, CPU(1a)는 단계 S33에서 명령이 이루어지는 기록 예약에 대한 결정을 위한 결정 명령을 적외선 송수신부

(6)를 통해 VTR(13)로 전송한다. VTR(13)의 CPU(13a)는 이 명령을 적외선 송수신부(14)를 통해 수신함으로써,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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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c)에 저장된 정보에 관한 기록 예약이 최종적으로 설정된다. 타이머(13g)에 의해 유지된 시각이 RAM(13c)에 저장된

방송 개시 시각이 된 때, CPU(13a)는 제어 신호를 VT 기록/재생부(13e)로 전송하여 RAM(13c)에 저장된 방송 채널 번호

를 가진 프로그램의 기록을 시작한다. 타이머(13g)에 유지된 시각이 RAM(13c)에 저장된 방송 종료 시각이 된 때, CPU

(13a)는 제어 신호를 VT 기록/재생부(13e)로 전송하여 프로그램의 기록을 종료한다.

이 시점에서 예약 버튼(108)이 눌린 것을 가정하자. 단계 S34에서 "Yes"의 판정이 이루어지고, 프로세스는 단계 S35로 간

다. 단계 S35에서, 원격 제어기(1)에서 VTR(13)로 결정 명령이 전송됨으로써, 관련 정보가 전송된 프로그램 "News

Station Eyes"의 기록 예약이 최종적으로 설정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원격 제어기(1)에 의해 취득된 EPG로부터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고, 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VTR(13)의 기록 예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VTR(13) 또는 원격 제어기(1)에 방송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과 방

송 채널 번호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시간 및 노력을 없앨 수 있게 된다.

상기 실시예는 EPG가 원격 제어기(1)에 의해 수신되는 경우에 관련된 것이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경우로만 제한되는 것

은 아니다. 예컨대, 광고 정보가 원격 제어기(1)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가 도 12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아래

에 설명된다.

도 12는 텔레비젼 수상기(9)에 의해 수신된 광고 정보가 원격 제어기(1)로 전송될 때 원격 제어기(1)에서 실행되는 프로세

스예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이 실시예에서, 텔레비젼 수상기(9)는 예컨대 프로그램들 사이에 삽입된 광고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자동적으로 원격 제어

기(1)로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있어서, 단계 S50에서, 원격 제어기(1)의 CPU(1a)는 광고 정보가 텔레비젼 수상기(9)로부터 수신

되었는지를 판정한다. 즉, 예컨대 프로그램들간의 기간에 광고 정보를 수신한 경우, 적외선 송수신부(10)는 이것을 원격

제어기(1)로 자동 전송한다.

광고 정보의 예로서는 상품명, 상품의 특징 및 가격과 같은 정보,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의 URL 및 쿠폰 정보가

있다.

단계 S51에서, 광고 정보의 수신을 지시하는 비프 음이 발생한다. 즉, CPU(1a)는 IF(1d)를 통해 선정된 신호를 스피커(1j)

로 전송하며, 이에 의해 비프 음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광고 정보가 수신되었음을 알게 된다.

단계 S52에서, CPU(1a)는 단계 S50에서 수신된 광고 정보를 RAM(1c)에 저장한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 S53으로

간다.

단계 S53에서, CPU(1a)는 RAM(1c)에 저장된 광고 정보를 판독하여 이를 LCD(1f)상에 표시한다.

도 13은 단계 S53의 실행 결과로서 LCD(1f)상에 표시된 화상례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 화면의 상부에는 이것이

TONY's digital still camera에 관한 광고 정보의 표시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광고의 제목인 상품명 "DSC-100"이 제2 라

인상에 도시되어 있다.

상품의 특징은 상품명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Business Card Size", "One Million Pixels", "Capable of

Taking 1,000 Pictures at the Maximum" 및 "Also Capable of Recording Sound"가 나타나 있다. 상품 가격 "39,800엔"

이 그 아래에 도시되어 있다.

광고 정보가 쿠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Now, 10%-discount Is Available with Coupon!"이 가격 아래

에 나타나 있다.

광고 정보는 관련 정보인 쿠폰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쿠폰 정보는 광고 정보와 함께 텔레비젼 수상기(9)에서 원

격 제어기(1)로 전송된 후 RAM(1c)에 저장된다.

등록특허 10-0550189

- 10 -



도 13을 다시 참조하면,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의 URL "www.tony.com"이 마지막 라인에 나타나 있다. 쿠폰

정보와 같이, 상기한 종류의 URL 정보가 광고 정보와 함께 텔레비젼 수상기(9)에서 원격 제어기(1)로 관련 정보로서 전송

된 후 RAM(1c)에 저장된다.

도 12를 다시 참조하면, 단계 S54에서, 광고 정보에 포함된 쿠폰 정보를 IC 카드(2)에 저장하도록 조작되는 저장 버튼

(105)이 눌렸는지를 판정한다. 저장 버튼(105)이 눌리지 않은 경우(No), 프로세스는 단계 S55를 건너 뛰어 단계 S56으로

간다.

단계 S55에서, CPU(1a)는 광고 정보에 포함된 쿠폰 정보를 추출하여 이것을 IC 카드 기록/재생부(1i)에 공급한다. IC 카

드 기록/재생부(1i)는 수신된 쿠폰 정보를 IC 카드(2)의 규정된 영역에 기록한다. 상품의 쿠폰 정보가 기록되는 IC 카드(2)

를 적절한 저장 상태로 함으로써, 통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단계 S56에서, 전송 버튼(102)이 눌렸는가를 판정한다. 전송 버튼(102)이 눌리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No), 프

로세스는 단계 S57을 건너 뛰어 종료하게 된다. 전송 버튼(102)이 눌린 것으로 판정된 경우(Yes), 프로세스는 단계 S57로

간다.

특히, 도 13의 화면의 마지막 라인에 도시된 URL을 주소로 가진 홈 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원격 제어기(1)

를 개인용 컴퓨터(3)로 향한 후에 전송 버튼(102)을 조작한다. 그 결과, 단계 S56에서 "Yes"의 판정이 이루어지며, 프로세

스는 단계 S57로 간다.

단계 S57에서, CPU(1a)는 RAM(1c)에 저장된 광고 정보에 포함된 URL을 판독하여 이것을 적외선 송수신부(1e)에 공급

한다. 적외선 송수신부(1e)는 수신한 URL을 대응하는 적외선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송된 URL은 개인용 컴퓨터(3)의 적외선 송수신부(6)에 의해 수신되어 CPU(3a)로 공급된다. CPU(3a)

는 URL을 모뎀부(3d)(제2 수신 수단)를 통해 망(7)으로 전송한다. 결과적으로, 전송된 URL에 대응하는 서버(8)와의 통신

회선이 확보되어 개인용 컴퓨터(3)와 서버(8)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도 14는 단계 S57이 실행될 때 개인용 컴퓨터(3)의 CRT 모니터(4)상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낸다.

이 표시예에서, (망(7)을 통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명칭인 "Internet Skimmer"가 화면의 상부에

표시되어 있다. 단계 57에서 원격 제어기(1)로부터 전송된 URL "www.tony.com"은 소프트웨어 명칭 아래에 위치한 프레

임에 표시되어 있다.

통신 회선의 확보 후 서버(8)로부터 전송된 화상이 전술한 프레임 아래에 표시된 윈도우 안에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예에

서는, 원격 제어기(1)의 LCD(1f)상에 표시된 제품 DSC-100의 캐치 프레이즈, 특징, 명칭, 가격, 화상 등이 표시된다.

단계 S57이 완료될 때 CPU(1a)의 프로세스가 종료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텔레비젼 수상기(9)에 의해 수신되는 방송파에 포함된 광고 정보는 원격 제어기(1)로 자동 전송된다. 따

라서, 사용자가 원격 제어기(1)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후에 그 정보를 주저 없이 참조할 수 있

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3)를 사용하여 상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의 홈 페이지를 접속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우기, 상품의 구입에 있어서, 저장 버튼(106)을 누름으로써 쿠폰 정보가 IC 카드(2)에 저장될 수 있

다. IC 카드(2)를 예컨대 적절한 저장 상태로 함으로써 통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 실시예에서 텔레비젼 수상기(9)가 광고 정보를 자동 전송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텔레비젼

수상기(9)는 원격 제어기(1)로부터 전송 요구를 수신할 때에만 광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광고 정보가 복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그 카테고리를 지시하는 정보가 부가된 광고 정보가 전송되는 다른 실시예가 가

능하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자주 참조되는 카테고리(즉,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생각되는 카테고

리)가 RAM(1c)에 저장될 수 있으며, 광고 정보는 그 카테고리가 RAM(1c)에 저장된 카테고리와 동일한 경우에만 수신되

어 저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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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들은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본 발명은 위성

방송, 디지탈 방송, 케이블 텔레비젼 방송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상기 실시예에서 원격 제어기(1)와 개인용 컴퓨터(3), 텔레비젼 수상기(9) 또는 VTR(13)간에 통신이 이루어지지만, 개인

용 컴퓨터(3), 텔레비젼 수상기(9) 및 VTR(13)간에 데이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개인용 컴퓨터(3)에 의해 접

속되는 홈 페이지에 기술된 EPG를 적외선 신호로 변환한 후 이것을 예컨대 VTR(13)로 전송함으로써 기록 예약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원격 제어기로부터 전송되거나 수신된 명령을 각 제조자들의 SIRCS 명령에 대응시킴으로써 현재의 전기

기기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전송 매체"라는 용어는 FD 및 CD-ROM과 같은 정보 기록 매체 뿐 아니라 인터넷 및 디지탈 방송 위성과

같은 망 전송 매체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전기 기기를 제어하는 원격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제1 전송 수단과,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로부터 추출된 부가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과,

상기 출력 수단에 의해 출력된 상기 부가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 수단과,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저장하는 카테고리 저장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로부터 상기 수신 수단에 전송되고, 상기 수신 수단은 상기 카테고리 저장 수단에 저

장된 상기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기 제1 전기 기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부가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상기 부가 정보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여, 상기 표시 수단에 상기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만 표시하도록 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포함된 EPG인 제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포함된 광고 정보인 제어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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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정보는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정보는 URL 정보인 제어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로부터 정보를 선택하는 제1 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정보를 저장하는 착탈식 저장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착탈식 저장 수단은 IC 카드인 제어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착탈식 저장 수단에 의해 저장된 상기 정보를 삭제하는 삭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포함되는 광고 정보이고, 상기 광고 정보는 상기 착탈식 저장

수단의 소정 영역에 저장되는 제어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저장하는 부가 저장 수단과,

상기 부가 저장 수단에 저장된 상기 부가 정보로부터 정보를 선택하는 제2 선택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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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정보를 제2 전기 기기로 전송하는 제2 전송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기기는 기록 기기이고, 상기 기록 기기는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 보존을 수행

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기기는 개인용 컴퓨터 이고, 상기 개인용 컴퓨터는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기초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이 상기 부가 정보를 자동 수신할 때, 사용자에게 상기 부가 정보의 수신을 통지하는 통지 수단을 더 포함하

는 제어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장치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상기 부가 정보를 전송할 것을 지시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이,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발행된 지시에 응답하여 전송된 상기 부가 정보를 수신할 때, 상기 부가 정보의

수신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통지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은 상기 제1 전기 기기의 현재 수신 채널과 관련된, 상기 부가 정보 중 일부를 출력하는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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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은 현재 시간 이후에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될 정보와 관련되는 상기 부가 정보 중 일부를 출력하

는 제어 장치.

청구항 18.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전기 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격 제어 장치로부터 상기 제1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제1 전송 단계와,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상기 정보로부터 추출된 부가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전기 기기로부터 상기 원격 제어 장치로 상기 부가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상기 원격 제어 장치에 위치한 표시 장치에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출력 단계에서 출력된 상기 부가 정보를 상기 표시 장치상에 표시하는 단계와,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 단계는 상기 저장 단계에서 저장된 상기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기 제1 전기 기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부가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상기 부가 정보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여, 상기 사용자가 원하는 상기 카테고리만 상기 표시 장치에 표시

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포함되는 EPG인 제어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포함되는 광고 정보인 제어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정보는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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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정보는 URL 정보인 제어 방법.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로부터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 단계에서 선택된 정보를 분리가능하게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가능하게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전택된 정보를 IC 카드에 저장하는 단계인 제어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가능하게 저장하는 단계에서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포함된 광고 정보이고, 상기 광고 정보는 상기 분리하능하게

저장하는 단계에서 소정 영역에 저장되는 제어 방법.

청구항 27.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에서 저장된 상기 부가 정보로부터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 단계에서 선택된 정보를 제2 전기 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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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전기 기기는 기록 기기이고, 상기 기록 기기는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 보존을 수행

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기기는 개인용 컴퓨터이고, 상기 개인용 컴퓨터는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기초하여 서버에 접

속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3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에서 상기 부가 정보가 자동으로 수신될 때, 사용자에게 상기 부가 정보의 수신을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3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장치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상기 부가 정보를 전송할 것을 지시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3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에서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발행된 지시에 응답하여 전송된 상기 부가 정보가 수신된 때, 상기 부가 정보의

수신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3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단계는 상기 전기 기기의 현재 수신 채널과 관련된, 상기 부가 정보 중 일부를 출력하는 제어 방법.

청구항 3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단계는 현재 시간 이후에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될 정보와 관련되는 상기 부가 정보 중 일부를 출력하

는 제어 방법.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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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전기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기기로 제어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된 제1 적외선 송신기와,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로부터 추출된 부가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적외선 수신기와,

상기 적외선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출력하도록 구성된 인터페이스와,

상기 인터페이스에 의해 출력된 상기 부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액정 디스플레이와,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를 포함하고,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로부터 상기 적외선 수신기에 전송되고, 상기 적외선 수신기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기 제1 전기 기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부가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상기 부가 정보의 모든 정보

를 차단하여,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에 상기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만 표시하도록 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포함된 EPG인 제어 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포함된 광고 정보인 제어 장치.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정보는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정보는 URL 정보인 제어 장치.

청구항 40.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로부터 정보를 선택하도록 구성된 입력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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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부에 의해 선택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IC 카드

을 더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IC 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기록 및 삭제하도록 구성된 기록/재생부를 더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포함되는 광고 정보이고, 상기 광고 정보는 상기 IC 카드의 소

정 영역에 저장되는 제어 장치.

청구항 43.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상기 부가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랜덤 액세스 메모리와,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부가 정보로부터 정보를 선택하도록 구성된 버튼과,

상기 버튼에 의해 선택된 정보를 제2 전기 기기로 전송하는 제2 적외선 송신기

를 더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기기는 기록 기기이고, 상기 기록 기기는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기초하여 기록 보존을 수행

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기기는 개인용 컴퓨터 이고, 상기 개인용 컴퓨터는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전송된 정보에 기초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46.

제3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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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외선 수신기가 상기 부가 정보를 자동 수신할 때, 상기 부가 정보의 수신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구성된 스피커

를 더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4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장치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상기 부가 정보를 전송할 것을 지시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4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수신기가,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발행된 지시에 응답하여 전송된 상기 부가 정보를 수신할 때, 상기 부가 정보

의 수신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구성된 스피커를 더 포함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4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1 전기 기기의 현재 수신 채널과 관련된, 상기 부가 정보 중 일부를 출력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50.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현재 시간 이후에 상기 제1 전기 기기에 의해 수신될 정보와 관련되는 상기 부가 정보 중 일부를 출력

하는 제어 장치.

청구항 51.

텔레비젼 수상기와 양방향 통신가능한 휴대형 원격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젼 수상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텔레비젼 수상기에 제어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텔레비젼 수상기로부

터 프로그램 안내 정보 - 상기 프로그램 안내 정보는 텔레비젼 수상기에 의해 외부 소스 수단으로부터 수신됨 - 를 수신하

는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과,

상기 수신된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 수단과,

복수의 표시된 프로그램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선택기 수단과,

상기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카테고리 저장 수단과,

상기 텔레비젼 수상기로하여금 상기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타이머 이벤트를 설정하도록 하는 타이머 수단

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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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상기 복수의 표시된 프로그램을 차단하여, 상기 원하는 프

로그램이 상기 표시 수단에 표시되도록 하는 제어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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