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111658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4Q 9/00

H04Q 7/2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111658

2004년12월31일

(21) 출원번호 10-2004-7018705

(22) 출원일자 2004년11월19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4년11월19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3/006200 (87) 국제공개번호 WO 2003/098960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3년05월19일 (87) 국제공개일자 2003년11월27일

(30) 우선권주장 JP-P-2002-00145319 2002년05월20일 일본(JP)

(71) 출원인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키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72) 발명자 사까오,가쯔또시

일본 141-0001 도꾜도 시나가와꾸 기따시나가와 6쪼메 7-35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내

마에다,사또루

일본 141-0001 도꾜도 시나가와꾸 기따시나가와 6쪼메 7-35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내

오니시,마나부

일본 141-0001 도꾜도 시나가와꾸 기따시나가와 6쪼메 7-35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내

(74) 대리인 장수길

이중희

구영창

심사청구 : 없음

(54)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처리 방법

요약

도 1에 도시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은, AV 기기(110)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는 서버(106)와, 이 서

버(106)로부터 취득한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AV 기기(110)를 원격 제어하는 원격 조작 화면 표시 기능이 부가된 정

보 처리 장치(103)가 인터넷(105) 등에 의해 접속된다. 정보 처리 장치(103)는 서버(106)에 대해 당해 AV 기기(110)

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의 배신 요구 처리를 하고, 이 배신 요구 처리에 의해 서버(106)로부터 배신된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조작 화면의 표시 처리를 하고,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

여 AV 기기(110)를 원격 제어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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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CS/BS 튜너나, DVD 플레이어, CD/MD 플레이어 등의 오디오 비디오 기기나, 에어컨, 쿨러 등의 

각종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配信)하는 다기능 리모컨 서비스 시스템 등에 적용하기에 바

람직한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각종 전자 기기에 대

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는 서버와, 이들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하는 원격 조작 화면 표시 기능이 부가된

정보 처리 장치를 통신 수단을 통해 접속한다. 정보 처리 장치는 서버로부터 배신된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조작 

화면을 표시한다. 정보 처리 장치는 이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한다. 이와 같이 하여,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기에 대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도 용이하게 정보 배신 장치

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대의 정보 처리 장치로 가정내 등의 복수대의 전자 기기를 집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다기능 리모컨 서비스 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디지털 정보 기술이 발달하여, 디지털 CS/BS 튜너나, DVD 플레이어, CD/MD 플레이어 등의 오디오 비디오 기

기에 대해 리모컨으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리모컨으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것에는 오디오 

비디오 기기 이외에 에어컨이나 쿨러 등의 전자 기기를 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리모컨은 각종 전자 기기별로 골고루

구비되고, 각종 전자 기기별로 리모컨 조작 가능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미리 정보 제공 사업자(이하, 정보 배신계라고도 함)에게 사용자를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시에 

개인 인증이나, 다운로드 종료시 등에 결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 정보 제공 사업자에 대해, 사용자의 성명, 주소, 생

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등을 등록(사용자 등록)하여 ID 번호를 취득하고, 이후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는, 그 ID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하도록 한다.

그런데, 종래예에 따른 리모컨 조작 가능한 전자 기기에 따르면, 각종 전자 기기별로 리모컨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으

므로, 새롭게 전자 기기가 추가되면, 전자 기기의 취급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괜찮지만, 그 취급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

자는 어느 리모컨이 어느 전자 기기에 대응하고 있는지의 판단을 망설이는 경우가 예상된다. 따라서, 각 가정 내에서 

전자 기기가 늘게 되면, 리모컨의 수가 마구 늘어나서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덧붙여서, 리모컨을 소프트웨어(이하, 정보 처리계라고도 함)로 표현하여 일원화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의 관리가 복잡해질 것이 예상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은, 임의의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으로,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는 정보 배신 장치와, 이 정보 배신 장치부터 취득한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하는 원격 조작 화면 표시 기능이 부가된 정보 처리 장치와, 이 정보 배신 장

치와 정보 처리 장치를 접속하는 통신 수단을 구비한다. 정보 처리 장치는 정보 배신 장치에 대해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의 배신 요구 처리를 하고, 이 배신 요구 처리에 의해 정보 배신 장치로부터 배신된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조작 화면의 표시 처리를 행한다. 정보 처리 장치는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에 따르면, 임의의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원격 조작 화면 표시 기능이 부가된 정보 처리 장치에서는 정보 배신 장치에 대해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의 배신 요구 처리를 한다. 이 때, 당해 정보 배신 장치와 정보 처리 장치가 통신 수단에 의해 접

속된다. 통신 수단으로는 예를 들어, 방송 기반, 공중 전화 회선, 전용 통신 회선 또는/및 인터넷이 사용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배신 요구를 수신한 정보 배신 장치는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정보 

처리 장치로 배신한다. 정보 처리 장치 는 정보 배신 장치부터 취득한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조작 화면의 표시 

처리를 한다. 이 때,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는 불휘발성의 기억 장치 등에 저장된다. 그리고, 정보 처리 장치는 원격 조

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하도록 한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기에 대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도 용이하게 정보 배신 장치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기에 대해서도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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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의 정보 처리 장치로 가정내 등의 복수대의 전자 기기를 집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다기능 리모컨 서비스 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는, 임의의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정보 배신계로부터 수신하여 

당해 전자 기기의 원격 제어를 하는 정보 처리 장치로서, 정보 배신계에 대해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의 배신을 요구하는 배신 요구 수단과, 이 배신 요구 수단에 의해 정보 배신계로부터 수신된 제어 정보에 기

초하여 원격 조작 화면을 표시하는 터치 패널 방식의 표시 수단과, 이 표시 수단에 표시된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에 따르면, 임의의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정보 배신계로부터 수

신하여 당해 전자 기기의 원격 제어를 하는 경우에, 배신 요구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 배신계에 대해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 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의 배신이 요구된다. 그러면, 표시 수단은 배신 요구 수단에 의해 정보 배신계로부터 

수신된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조작 화면을 표시한다. 제어 장치는 터치 패널 방식의 표시 수단으로 표시된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하도록 한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기에 대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도 용이하게 정보 배신계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게다

가,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기에 대해서도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제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해 정보 처리 장치 1대로 가정내 등의 복수대의 전자 기기를 집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다기

능 리모컨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방법은, 임의의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서,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취득할 때에, 우선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는 정보 배신계와

,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하는 원격 조작 화면 표시 기능이 부가된 정보 처리계를 통신 수단을 통해 접속한다. 다음에, 

정보 배신계에 대해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 요구하고, 여기에서 배신 요구된 정보 배

신계로부터 정보 처리계로 제어 정보를 배신한다. 그리고,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할 때에는, 미리 배신된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조작 화면을 표시하고, 여기에서 표시된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원격 조작 정보를 조작 입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방법에 따르면, 임의의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여 처리하는 경

우에,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기에 대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도 용이하게 정보 배신 장치부터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기에 대해서도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대의 정보 처리 장치로 가정내 등의 복수대의 전자 기기를 집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다기능 리

모컨 서비스 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 형태로서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응용한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A는 정보 처리계 I에서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의 배신 요구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2B는 정보 배신계 II에서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의 배신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2C는 정보 처리계 I에서의 원격 조작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3은 사용자측에서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구비한 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의 내부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5는 표시 장치(102)의 내부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6은 액정 표시부(125)에서의 리모컨 RM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액정 표시부(125)에서의 비디오 장치용의 리모컨 RM1의 표시예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액정 표시부(125)에서의 디지털 CS 장치용의 리모컨 RM2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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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액정 표시부(125)에서의 DVD 장치용의 리모컨 RM3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정보 처리계 I에서의 배신 요구시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1은 정보 배신계 II에서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 배신시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2A는 정보 처리계 I의 표시 장치(102)에서의 원격 조작시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2B는 정보 처리계 I의 베이스 스테이션(101)에서의 원격 조작시의 처리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기에 대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도 용이하게 정보 배신계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대의 정보 처리계로 가정내 등의 복수대의 전자 기기를 집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시스템를 구

축할 수 있도록 한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처리 방법 의 일실시예에 관해,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일례가 되는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을 구성하고, 임의의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는 정보 배신 장치와, 이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하는 원격 조작 

화면 표시 기능이 부가된 정보 처리 장치를 통신 수단을 통해 접속한다. 다음에, 정보 처리 장치는 정보 배신 장치로부

터 배신된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조작 화면을 표시하고, 이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

보에 기초하여 전자 기기를 원격 제어한다. 이와 같이 하여, 새롭게 추가된 전자 기기에 대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도

용이하게 정보 배신 장치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1대의 정보 처리 장치로 가정내 등의 복수대의 전자 

기기를 집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다기능 리모컨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 1에 도시한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은 임의의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100)은 디지털 CS/BS 튜너나, DVD 플레이어, CD/MD 플레이어 등의 오디오 비디

오 기기, 에어컨, 쿨러 등의 각종 전자 기기(이하, 총칭하여 AV 기기(110) 등이라 함)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

보를 배신하는 다기능 리모컨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바람직하다.

이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에서 정보 제공 사업자측에는 정보 배신 장치(108)가 준비된다. 정보 배신 장

치(108)는 예를 들면 서버(106), 데이터베이스(107) 및 어플리케이션(104)으로 구성된다. 서버(106)는 상술한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이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라 함)를 배신하도록 한다. 정보 이용자(

이하, 사용자라고 함) 측에는 원격 조작 화면 표시 기능이 부가된 정보 처리 장치(103)가 준비된다. 리모컨 구축 데이

터 Drc는 정보 처리 장치(103)의 표시 화면에 리모컨 RM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 정보 및

당해 표시 화면에 표시된 리모컨 RM으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를 조합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어 정보에는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 이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취급 설명서 등의 데이터나, 제어 프로그램 등의 

어플리케이션(104)이 포함된다. 서버(106)는 사용자의 정보 처리 장치(103)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리모컨 구축 데이

터 Drc의 배신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이것은 사용자에 대한 과금 처리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함이다. 이 서

버(106)는 데이터베이스(107)에 접속된다. 데이터베이스(107)는 새로운 AV 기기(110) 등이 제조될 때마다, 그 AV 

기기(110)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추가하여 저장된다.

이것은 새로운 AV 기기(110) 등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서비스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데이터베이스(107)

는 제조업자/기종명이 선택 가능하도록 조작되고, 거기에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 등의 어플리케이션(104)이 안전한

환경에서 관리된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서는 프린터 드라이버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스템(100)에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 서버(106)는 당해 정보 처리 시스템(1

00)의 결제에 대응한 유료 과금 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 때의 결제 처리는 예를 들면 자기 카드나 전자 카드 등의 ID 

카 드를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유료 과금 처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서버(106)는 사용자

의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요금을 자동 이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ID 카드에 의한 결제에 대응한 전용 서비스

또는 범용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또, 사용자 측에 준비된 정보 처리 장치(103)는 서버(106)로부터 취득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여 AV 기

기(110) 등을 원격 제어하도록 한다. 정보 처리 장치(103)에는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하고 위성 데이터 방송 등의 수

신이 가능한 대상 기기로서「에어 보드(R)」(소니(주))가 사용된다. 이런 종류의 대상 기기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 기

능을 구비한 정보 처리 장치(103)로서, 거치형 베이스 스테이션(선국 장치)(101) 및 휴대 단말형 표시 장치(1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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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이 정보 처리 장치(103)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표시 장치(102)를 분리하여 반송 가능하도록 한

다. 이 표시 장치(102)는 터치 패널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표시 장치(102)에 표시된 리모컨에 손을 대

어 조작 입력하기 위해서이다. 이 리모컨 조작 입력에 의해 얻어지는 원격 조작 정보는 표시 장치(102)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출력된다. 이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원격 조작 정보를 전자 기기로 송신하여 원격 조작을 하도

록 한다.

이 정보 처리 장치(103)에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취득할 때는, 서버(l06)와 당해 베이스 스테이션(101)이 통신

수단을 통해 접속하도록 한다. 이것은 서버(106)에 대해 당해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예에서 통신 수단으로는 인터넷(105)이나, 방송 기반, 공중 전화 회선, 전용 통신 회선 

등이 사용된다.

이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OO)에서 베이스 스테이션(1O1)은 서버(106)에 대해 당해 AV 기기(110) 등에 대

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요구 처리를 한다. 이 배신 요구 처리에 의해 정보 처리 장치(103)는 서버(106)

로부터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수신(다운로드)한다. 서버(106)로부터 다운로드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는, 예를

들면 베이스 스테이션(101) 또는 표시 장치(102)에 설치된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새로운 AV 기기(110) 등이 

추가된 경우는 그 AV 기기(110)에 대응하는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더 다운로드하여 추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여 표시 장치(102)는 원격 조작 화면의 표시 처리를 하고, 이 원격 조작 화면 상

에서 원격 조작 정보가 조작 입력된다. 이 원격 조작 정보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전송된다. 베이스 스테이션(1

01)은 표시 장치(102)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AV 기기(110) 등을 원격 제어하도록 한다.

이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에서 AV 기기(110) 등과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유선 방식 또는 무선 방식으

로 접속된다. 유선 방식의 경우는, IEEE1394, USB 등의 통신 규격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들 통신 규격의 통신 케이

블에 의해 접속된다. 물론, 이에 한정되지 않고, AV 기기(110) 등과 베이스 스테이션(101)을 적외선 방식에 의해 광

학적으로 통신 경로를 확립해도 좋다.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여 AV 기기(110)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으

면, 어떠한 접속 방식을 선택해도 좋다.

또한, AV 기기(110) 등을 원격 제어하는 거치형 베이스 스테이션(101) 및 원격 조작 화면 표시 기능이 부가된 표시 

장치(102)를 정보 처리계 I로 하고, 베이스 스테이션(101)에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하는 서버(106), 데이터

베이스(107) 및 어플리케이션(104)을 정보 배신계 II로 한다.

이어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도 2A는 정보 처리계 I에서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의 배신 

요구예, 도 2B는 정보 배신계 II에서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의 배신예, 도 2C는 정보 처리계 I에서의 원격 조작예를 각

각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이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에서는 임의의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하

여 처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정보 처리계 I에는 예를 들면, 거치형 베이스 스테이션(101) 및 원격 조작 화면 표시

기능이 부가된 표시 장치(102)로 구성된 정보 처리 장치(103)가 준비된다. 정보 배신계 II에는 서버(106), 데이터베이

스(107) 및 어플리케이션(104)으로 구성된 정보 배신 장치(108)가 준비된다.

이것들을 정보 처리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에 의해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취득하는 

경우는, 도 2A에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의 단계 A1에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하는 정보 배신계 II의 서버(10

6)와, 정보 처리계 I의 베이스 스테이션(101)을 통신 수단의 일례인 인터넷(105)을 통해 접속한다. 통신 수단은 인터

넷(105)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 처리 시스템(100)에 따라 방송 기반이나, 공중 전화 회선, 전용 통신 회선 등을 사용

하도록 해도 좋다.

그리고, 단계 A2로 이행하여 사용자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을 통해 표시 장치(102)로부터 서버(106)에 대해 당해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 요구한다. 이 때, 정보 배신계 II에서는 AV 기기(110) 등

의 기기 인증이나, 사용자의 인증 처리를 하게 해도 된다. 이들 인증 처리를 함에 있어서 AV 기기(110)의 제조 번호 

정보 등에 키 정보를 조합하여 두어도 좋다. 이와 같이 하면, 키 정보로부터 대상 기기가 식별되고, 그 식별된 대상 기

기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정확하게 배신할 수 있다.

또한, 정보 배신계 II는 도 2B에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의 단계 B1에서 당해 배신 요구를 수신한다. 그리고, 단계 B2에

서 배신 요구가 있었던 AV 기기(110) 등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검색한다. 그 후, 정보 배신계 II는 배신 요구가

있었던 정보 처리계 I로 단계 B3에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한다. 그 후, 정보 배신계 II는 단계 B4로 이행하

여 당해 정보 처리 시스템(100)에 관해 고객 관리를 한다. 이 고객 관리는 현재 상태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이후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서버(106)는 정보 처리계 I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서비스를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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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한다. 이 때, 서버(106)는 사용자별로 당해 배신 서비스의 결제에 대응한 유료 과금 처리를 한다. 또, 정보 배

신계 II는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요구로부터, 사용자가 구입한 AV 기기(110)의 기종 등이 파악된다. 인기 

상품의 금후의 개발이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보 처리계 I는 도 2A에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의 단계 A3에서 서버(106)로부터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수

신(다운로드)한다. 서버(106)로부터 다운로드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는, 예를 들면 베이스 스테이션(101) 또는 표

시 장치(102)에 설치된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다. 또, 새로운 AV 기기(110) 등이 추가된 경우는, 그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더 다운로드하여 추가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 처리계 I에서 AV 기기(110) 등을 원격 제어하는 경우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을 통해 표시 장치(102)는 

도 2C에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의 단계 C1에서 메모리로부터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판독하여 원격 조작 화면을 

표시한다. 이 때, 원격 조작 화면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분리한 상태의 표시 장치(102)에서도 표시가 가능

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계 C2에서 표시 장치(102)는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터치 패널이 조작되어, 원격 조작 정보를 조작 입력하

도록 조작된다. 이 원격 조작 정보는 표시 장치(102)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출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계

C3에서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표시 장치(102)로부터 수신한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AV 기기(110) 등을 원격 

제어한다. AV 기기(110) 등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수신한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AV 기기(110) 등에 대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도 용이하게 서버(106)로부터 취득할 수 있

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AV 기기(110) 등에 대해서도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

하여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베이스 스테이션(101) 및 표시 장치(102)로 이루 어지는 정보 처리 장치(103)

로 가정내 등의 복수대의 AV 기기(110) 등을 집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다기능 리모컨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다.

이어서, 당해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에 적용되는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의 구성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에 도시하는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에는 베이스 스테이션(101) 및 표시 장치(102)로 구성되는 정보 처리 장치(103)

가 구비된다.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임의의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정보 배신계 II로

부터 수신하여 당해 AV 기기(110) 등의 원격 제어를 하도록 한다. 또한, 베이스 스테이션(101) 및 표시 장치(102)는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을 구성하고, 베이스 스테이션(101)과 표시 장치(102)는 무선 통신에 의해 접속되어, 1조로 정

보 처리 장치(103)를 구성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원격 제어를 하려고 하는 AV 기기(110) 등은 IEEE 1394, USB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베이스 스테이션

(101)에 접속된다. 물론, 이에 한정되지 않고, AV 기기(110) 등과 베이스 스테이션(101)을 적외선 방식(AV 마우스 

등)에 의해 광학적으로 접속해도 된다. AV 마우스란, 비디오 데크 등을 조작할 때에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적외선 등의 제어광을 출력하는 기기를 말한다.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예를 들면 가정내에 설치되어 사용된다. 또, 표시 장치(102)는 사용자의 근방에서 사용된다.

이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옥외에 설치된 텔레비전 방송 수신용 안테나(111)에 접속되어, 옥외로부터 옥내로 인입

된 안테나 케이블(111cb)에 접속되는 동시에 전화망에 접속되어, 옥외로부터 옥내로 인입된 전화선 L에 접속된다. 이

것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 보 배신계 II로부터 임의의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

축 데이터 Drc를 수신하기 위함이다.

이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안테나(111)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선국하고, 여기에 선국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 처리한 후의 송신 신호 Sout를 송수신용 안테나(118)를 통하여 표시 장치(102)를 향해 무선 

송신한다. 혹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전화선 L을 통해 송신되어 오는 통신 내용이나, 정보 배신계 II로부터 수신

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수신 처리한 후의 송신 신호 Sout를 송수신용의 안테나(118)을 통해 표시 장치(102)를

향하여 무선 송신한다.

또한,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표시 장치(102)로부터 지시 정보나 전자 메일 등의 수신 신호 Sin를 송수신용의 안테

나(118)를 통해 수신하고, 여기에서 수신한 지시 정보에 따라 선국하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통신 정

보를 전화선 L을 통해 상대방의 단말 장치로 송신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표시 장치(102)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무선 송신되어 오는 신호 Sout을 수신하고, 표시 수단의 일례인 액

정 표시부(125)의 표시 화면에 송신 신호 Sout에 포함되는 화상 신호에 따른 화상을 표시한다. 이 예에서는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여 표시 장치(102)에서 원격 조작 화면의 표시 처리를 하고, 이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리모

컨 키의 입력 조작에 의해 원격 조작 정보가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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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원격 조작 정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여기에서 선택된 선택 원격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베이스 스테이션(101)에서 AV 기기(110) 등을 원격 제어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표시 장치(102)에서는 수신한 신

호 Sout에 포함되는 음성 신호에 의한 음성을 스피커로부터 방음함으로써,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을 가능하

게 한다.

또, 표시 장치(102)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이 전화선 L을 통해 수신하여 처리한 후의, 예를 들면 전자 메일이나 인

터넷(105)의 홈페이지 등의 통신 정보를 무선 수신하고, 여기에서 수신한 신호 Sout로부터 표시용 신호를 형성하고, 

이 표시용 신호에 따른 화상을 액정 표시부(125)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이 표시 장치(102)의 액정 표시부(125)의 표시 화면에는 터치 패널(351)이 첨부되어 있어, 표시 장치(102)는 

액정 표시부(125)의 표시 화면에 표시되는 표시 정보와 터치 패널(351)에 의해 사용자로부터의 각종 지시 입력 등의 

정보입력을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표시 장치(102)는 터치 패널(351)을 구비함으로써, 전자 메일을 작성

하여 송신하거나, 자신 앞으로 온 전자 메일을 수신하여 표시하거나 하는 등 각종 조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예에서는 표시 장치(102)의 표시 화면 상에서, 상술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는 리모컨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영상과, 터치 패널(351)의 입력 조작 기능에 의해, 이른바「리모컨」이 구축되고, 리모컨 키의 입력 조작에 

의해 원격 조작 정보를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출력하도록 한다. 즉, 표시 장치(102)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에 

의해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으로 취득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접수하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밖에, 표시 장치(102)는 AV 기기(110) 등을 원격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서의 리모컨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리모컨 기능은 서버(106)로부터 다운로드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여

구축된다.

또,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안테나 케이블(111cb)과의 접속 단자 T1이나 전

화선 L과의 접속 단자 T2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 그 양쪽에 확실히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그리고,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표시 장치(102)에 대해 무선 접속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것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표시 장치(102)와 분리하여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의 무선 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지역이면 어디에서라도 표시 장치(102)를 휴대

할 수 있으므로,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105)에 접속하여 전자 메일의 교환 등

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DVD 기기나, 디지털 CS 튜너 등의 AV 기기(110) 등을 표시 

장치(102)의 조작 화면 상의 리모컨에 원격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베이스 스테이션(101) 및 표시 장치(102)의 내부 구성예에 관해서, 각각 내용을 나누어 설명한다.

[베이스 스테이션]

도 4에 도시한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소정의 웹사이트로부터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장치

이다. 이 밖에,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텔레비전 방송 신호나, 전화선 L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도 3에 도시한

텔레비 전 수신 시스템으로 취득하거나, 이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으로부터 전화선 L을 통해 통신 네트워크로 정보를 

송출하거나 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베이스 스테이션(101)의 각 부는 제어 장치 및 배신 요구 수단의 일례인 제어부(200)에 의해 제어하도록 되어 있

다. 제어부(200)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CPU(Central Processing Unit)(201), ROM(Read 0nly Memory)(202)

, RAM(Random Access Memory)(203),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nlable Read Only Memory)(20

4)로 구성된다. 이러한 CPU(201), ROM(202), RAM(203), EEPROM(204)은 CPU 버스(206)를 통해 접속된다. 제어

부(200)는 마이크로컴퓨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제어부(200)는 도 1에서 설명한 정보 배신계 II에 대해 당해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

신을 요구하는 기능(배신 요구 기능) 및, 표시 장치(102)에 표시된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정

보에 기초하여 AV 기기(110) 등을 원격 제어하는 기능(원격 제어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여기에서, ROM(202)은 베

이스 스테이션(101)에서 실행하는 각종 처리 프로그램이나 정보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D11 등이 기록된 것이다. RA

M(203)은 각종 처리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 보유하는 등과 같이, 주로 각종 처리의 작업 영역으로서 

이용되는 것이다. RAM(203)은 예를 들면,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 데이터 D11, 키 데이터 D12, 원격 조작 데이터 D

23 등을 기억한다.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은 표시 장치(102)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전송되어 온다.

EEPROM(204)은 이른바 불휘발성의 메모리로서, 전원이 떨어져도 기억 보유한 정보를 소실하는 일이 없으며, 예를 

들면 베이스 스테이션(101)의 주전원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선국하고 있던 방송 채널의 정보를 기억 보유한다. EEPR

OM(204)은 전원 투입 후에 있어서, 전회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선국하고 있던 채널의 방송 신호를 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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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이른바 라스트 채널 메모리 기능을 실현하는 것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EEPROM(204)에는 라스트 채널 메모리 기능을 실현하는 정보가 기억되는 것 이외에, 서버(106)로부터 배신된 리

모컨 구축 데이터 Drc가 저장된다. 이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는 표시 장치(102)에 저장해 두어도 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AV 기기(110) 등에 대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도 EEPROM(204)에 용이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 실시예의 베이스 스테이션(101)에 따르면, 옥외에 설치된 텔레비전 방송 수신용 안테나(111)로부터의 안테나 케

이블(111cb)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의 선국부(112)에 접속된다. 이 안테나(111)에 의해 수신된 텔레비전 방송 신호

Si는 선국부(112)에 공급된다. 선국부(112)는 안테나(111)에 의해 수신된 텔레비전 방송 신호 Si 중에서, 선국 지시 

신호 S11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신호 Si를 선국하고, 여기에서 선국된 텔레비전 방송 신호 Si를 복조부(113)로 공급

한다. 선국 지시 신호 S11은 제어부(200)로부터 선국부(112)로 출력된다. 복조부(113)는 선국부(112)로부터 입력한 

텔레비전 방송 신호 Si를 제어 신호 S12에 기초해 복조하고, 복조 후의 신호(이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신호 Sa)를 

스위치 회로(114)의 입력단 a로 공급한다. 제어 신호 S12는 CPU(201)로부터 복조부(113)로 공급된다.

스위치 회로(114)는 제어부(200)로부터의 전환 제어 신호 S13에 의해 전환 제어되고, 복조부(113)로부터 입력단 a로

공급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신호 Sa를 출력하는 것인지, 혹은 제어부(200)로부터 입력단 b로 공급되는 신호 Sb를

출력하는 것인지를 전환한다. 또, 제어부(200)로부터 스위치 회로(114)로 공급되는 신호 Sb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화선 L을 통하여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공급되고, 통신용 모뎀부(210)를 통해 수신한 전자 메일이나 인터넷(1

05)의 소위 홈페이지의 정보 등이다. 물론, 신호 Sb는 정보 배신계 II로부터 다운로드한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이다. 이것은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표시 장치(102)내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경우를 상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스위치 회로(1l4)로부터 출력된 신호 Sa 또는 Sb는 압축 처리부(115)로 공급된다. 압축 처리부(115)는 스위치 회

로(114)로부터 입력된 신호 Sa 또는 Sb를 소정의 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압축한다. 이 압축 처리부(115)에서

는 예를 들면, 제어 신호 S14에 기초하여,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방식이나 Wavelet 방식 등의 데이

터 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스위치 회로(114)로부터의 신호 Sa 또는 Sb를 데이터 압축한다. 제어 신호 S14는 CPU(20

1)로부터 압축 처리부(115)로 공급된다.

압축 처리부(115)에서 데이터 압축된 데이터 Dab는 송신 신호 형성부(116)로 공급된다. 송신 신호 형성부(116)는 미

리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준거한 송신 신호 Sab를 형성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제어 신호 S15에 기초하여, 데이터 

Dab로부터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방식의 프로 토콜, 혹은 그 발전 프로

토콜에 준거한 송신 신호 sab를 형성한다. 제어 신호 S15는 CPU(201)로부터 송신 신호 형성부(116)로 공급된다.

송신 신호 형성부(116)에서 형성된 송신 신호 Sab는 송수신 무선부(117)의 송신 처리부(l17S)로 공급된다. 송수신 

무선부(117)는 공용부(117K), 송신 처리부(117S) 및 수신 처리부(117R)를 갖고 있다. 송신 처리부(117S)는 제어부(

200)로부터의 제어 신호 S16에 따라, 송신 신호 Sab의 변조 처리나 증폭 처리를 행한다. 송신 처리부(117S)에서 처

리된 송신 신호 Sout는 공용부(117K), 안테나(118)를 통하여 표시 장치(102)로 무선 송신된다.

공용부(117K)는 송신 신호 Sout와 수신 신호 Sin가 서로 간섭하는 것을 방지한다. 즉,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상술

한 바와 같이, 표시 장치(102)로부터 무선 송신되는 지시 정보 등을 안테나(118)를 통해 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래서, 공용부(117K)는 송신 처리부(117S)로부터의 송신 신호 Sout가 안테나(118)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신호 Sin

에 대해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안테나(118)를 통해 수신한 표시 장치(102)로부터의, 예를 들면 선국 지시 등의 수신 신호 Sin은 공용부(117K)를 통

해 수신 처리부(117R)로 공급된다. 수신 처리부(117R)는 제어 신호 S17에 기초하여, 표시 장치(102)로부터 수신한 

신호 Sin, 예를 들면,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을 복조하는 등의 처리를 행하여, 제어부(200)가 취급할 수 있는 신호 Sr

로 하고, 이 신호 Sr을 제어부(200)로 공급한다. 제어 신호 S17은 CPU(201)로부터 수신 처리부(117R)로 공급된다.

제어부(200)는 수신 처리부(117R)로부터의 신호 Sr이 선국 지시 등의 지시 신호일 때는, 그 지시 신호에 따라 각 부

를 제어한다. 따라서, 수신 처리부(117R)로부터 제어부(200)로 공급된 신호 Sr이 선국 지시였던 경우에는, 제어부(20

0)는 공급된 선국 지시에 따른 선국 지시 신호 S11을 선국부(112)로 공급하고, 선국할 텔레비전 방송 신호 Si를 바꾸

도록 선국부(112)를 제어한다.

또, 수신 처리부(117R)로부터 제어부(200)로 공급된 신호 Sr이 전자 메일 등의 송신 정보인 경우에는, 제어부(200)

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통신 모뎀부(210) 및 전화선 L을 통해 전화망을 접속하고, 이 전화망에 송신 정보를 송출하여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에게 송신한다.

통신 모뎀부(210)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도 4에서는 I/F로 기재) 회로(211)와 통신부(212)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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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I/F 회로(211)는 상대방과 베이스 스테이션(101) 사이에 전화망을 통해 접속되는 통신 회선과, 이 베이스 스테

이션(101) 사이의 인터페이스이고, 전화망(전화선 L)을 통해 송신되어 오는 수신 데이터 Din을 수신하거나, 통신부(2

12)로부터의 송신 데이터 Dout을 송신하거나 한다. 물론, I/F 회로(211)는 정보 배신계 II로부터 다운로드한 AV 기기

(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수신한다.

통신부(212)는 I/F 회로(211)를 통해 수신한 수신 데이터 Din이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복조하여, 이것을 제어

부(200)로 공급하거나, 제어부(200)로부터의 송신 데이터 Dout을 변조하여, 이것을 I/F 회로(211)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전화선 L이 접속된 상대방과의 사이에 각종 데이터 Din/Dout을 송수신하거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수신

하거나, AV 기기(110) 등의 키 정보를 송신할 수 있 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이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통신 모뎀부(210), 전화선 L, 및 소정의 ISP(Internet Service Prov

ider)를 통하여 도 1에 나타낸 인터넷(105)에 접속되고, 이 인터넷(105)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 예에

서는, 정보 배신계 II에 대해 당해 AV 기기(110) 등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을 요구하고, 정보 배신

계 II로부터 이것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다운로드하도록 한다. 이 밖에, 정보 처리 장치(103)는 전자 메

일을 수신하거나 송신하거나, 혹은 채팅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제어부(200)는 통신 모뎀부(210)를 제어하여, 오프훅하거나 온훅하는 등이 가능함과 동시에, 오프훅하도

록 통신 모뎀부(210)를 제어했을 때는 다이얼 신호를 전화선 L으로 송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다이얼러로서의 기능 등

도 구비할 수 있다. 정보 배신계 II에 대해 각종 AV 기기(110) 등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 요구할 수 있다. 

또, 도 4에서, 키 입력부(2l5)가 제어부(200)에 접속되어 있다. 키 입력부(215)에는 전원의 온/오프 키나 각종 설정 키

가 설치된다. 온/오프 키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의 주전원의 온/오프에 사용된다. 설정 키는 각종 설정 입력에 사용

된다. 키 입력부(215)는 예를 들면, 이들 키 조작에 기초한 키 데이터 D12를 RAM(203)으로 출력한다.

이와 같이,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텔레비전 방송 신호 Si를 수신, 선국하여 복조하고, 이 복조후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신호 Sa를 데이터 압축하여,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무선 송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전화 회선

을 통 해 제공되는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 등의 네트워크 정보를 수신하여 복조하고, 이것을 텔레비전 방송 신호 Si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압축하여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무선 송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후술하는 표시 장치(102)로부터 무선 송신되어오는 선국 지시 등의 지시 정보나 AV 기

기를 원격 조작하기 위한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을 수신하고, 그 정보에 따른 처리를 행하거나, 표시 장치(102)로부터

송신되어오는 전자 메일 등의 송신 정보를, 통신 모뎀부(210)를 통해 송신할 수 있는 것이다.

[표시 장치]

도 5에 도시하는 표시 장치(102)는 휴대 단말 표시 장치를 구성하고,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101)과 무선 접속되는 것

이다. 그리고, 표시 장치(102)는 AV 기기(110) 등을 원격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의 리모컨 기능을 갖고 있

다. 리모컨 기능은 서버(106)로부터 다운로드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여 구축된다. 표시 장치(102)는 제

어부(300)를 갖고 있다. 제어부(300)는 CPU(301), ROM(302), RAM(303) 및, EEPROM(304)로 구성된다. 이들 CP

U(301), ROM(302), RAM(303) 및, EEPROM(304)은 CPU 버스(305)를 통해 접속된다. 즉, 제어부(300)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구성하여, 표시 장치 전체를 제어하도록 한다.

CPU 버스(305)에는 제어부(300) 이외에, 송수신 무선부(122), 신장 처리부(123), 송신 신호 형성부(128), 키 입력부

(329) 및 터치 패널(351)이 접속된다. 송수신 무선부(122)는 공용부(122K), 송신 처리부(122S) 및 수신 처리부(122

R)를 갖고 있다. 신장 처리부(123)는 화상 신호 처리부(124) 및 음성 신호 처리부(126)에 접속된다.

CPU 버스(305)에 접속된 ROM(302)은 당해 표시 장치(102)에서 실행하는 각종 처리 프로그램이나, 정보 처리에 필

요한 데이터 D21 등을 기록한다. RAM(303)은 각종 정보 처리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 보유하는 등과 

같이, 주로 각종 처리의 작업 영역으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RAM(303)은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 데이터 D21, 키 

데이터 D22, 원격 조작 데이터 D23 등을 기억한다.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은 표시 장치(102)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

(101)으로 전송된다.

EEPROM(304)은 이른바 불휘발성 메모리이고,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기억 보유한 정보를 소실하는 일이 없으며, 

예를 들면 각종 설정 파라미터나, 작성한 전자 메일이나 수신한 전자 메일, 채팅 내용(텍스트 데이터) 등이 기억 보유

된다. EEPROM(304)은 텍스트 데이터 등을 기억하는 것 이외에, 서버(106)로부터 배신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저장한다. 이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무선 전송되어 온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

된 AV 기기(110) 등에 대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도 용이하게 EEPROM(304)에 저장할 수 있다.

이 실시 형태에서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의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표시 장치(102)는 다음과 같이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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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의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준거한 무선 신호는 도 5에 도시하는 송수신용 안테

나(121)에 의해 수신되어, 공용부(122K)를 통해 수신 처리부(122R)로 공급된다. 수신 처리부(122R)는 안테나(121)

로부터 입력한 신호 Sin'를 제어 신호 S21에 기초하여 복 조하는 등의 처리를 행하여, 복조후의 신호 Sc를 신장 처리

부(123)로 공급한다. 제어 신호 S21은 CPU(301)로부터 수신 처리부(122R)로 공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무선 송신되어 오는 신호 Sout(=Sin')는 데이터 압축되어 있으므로

, 표시 장치(102)의 신장 처리부(123)는 복조 후의 신호 Sc를 제어 신호 S22를 기초로 신장하여 본래의 신호를 복원

한다. 제어 신호 S22는 CPU(301)로부터 신장 처리부(123)로 공급된다. 복원 후의 신호는 예를 들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신호 Sa인 경우에 있어서는 화상 신호 Sv와 음성 신호 Sm으로 구성된다. 이 화상 신호 Sv는 화상 신호 

처리부(124)에 공급되고, 음성 신호 Sm은 음성 신호 처리부(126)에 각각 공급된다.

화상 신호 처리부(124)는 신장 처리부(123)로부터 화상 신호 Sv를 입력하여 표시용 신호 Sv'를 형성하고, 이것을 표

시 수단의 일례가 되는 터치 패널 방식의 액정 표시부(125)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액정 표시부(125)는 표시용 신호 

Sv'에 기초하여 화상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베이스 스테이션(101)의 배신 요구 기능에 의해 정보 배신계 Ⅱ로부터 

다운로드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는 원격 조작 화면이 표시된다. 이 원격 조작 화면에 의해 리모컨 기능

을 실현한다.

한편, 음성 신호 처리부(126)는 신장 처리부(123)로부터 음성 신호 Sm을 입력하여 음성 출력 신호 Sm'를 형성하고, 

이 음성 출력 신호 Sm'를 스피커(127)에 공급한다. 스피커(127)는 음성 신호 처리부(126)에 접속된다. 이에 따라, 스

피커(127)는 음성 출력 신호 Sm'에 기초하는 음성을 방음한다.

이와 같이, 표시 장치(102)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무선 송신되어 온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등의 신호 Si

n'를 수신하고, 그 수신한 신호 Sin'의 화상 신호 Sv나 음성 신호 Sm을 재생하여 출력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텔레

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화상이나 음성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이 기능에 부가하여, 표시 장치(102)는 액정 표시부(125)

의 표시 화면 상에서 「리모컨 기능」을 동작시킨다.

이 표시 화면 상에서 「리모컨 기능」을 동작시키는 경우, 도 5에 도시하는 키 입력부(329) 및 터치 패널(351)이 조

작된다. 키 입력부(329)는 제어부(300)에 접속된다. 키 입력부(329)는 전원의 온/오프 키나 각종 설정 키가 설치된다.

온/오프 키는 표시 장치(102)의 주전원의 온/오프에 사용된다. 설정 키는 각종 설정 입력에 사용된다. 키 입력부(329)

는 예를 들면, 이들 키 조작에 기초하는 키 데이터 D22를 RAM(303)으로 출력한다.

터치 패널(351)은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을 입력할 때에 조작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원격 

조작 화면에 의한 리모컨 키를 터치 조작하면,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이 EEPROM(304)으로부터 판독되어 RAM(303)

에 일시적으로 기록된다. 또한, 표시 장치(102)는 이 원격 조작 화면에 의한 리모컨 키의 입력 조작에 의해 얻어진 원

격 조작 데이터 D23을 RAM(303)으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출력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은 송신 신호 형성부(128)에 공급된다. 송신 신호 형성부(128)는 미리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준거한 송신 신호 Se를 형성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제어 신호 S23에 기초하여, 원격 조작 데이터 D23으

로부터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방식의 프로 토콜, 혹은 그 발전 프로토콜

에 준거한 송신 신호 Se를 형성한다. 제어 신호 S123은 CPU(301)로부터 송신 신호 형성부(128)로 공급된다.

송신 신호 형성부(128)에서 형성된 송신 신호 Se는 송수신 무선부(122)의 송신 처리부(122S)로 공급된다. 송수신 무

선부(122)는 공용부(122K), 송신 처리부(122S) 및 수신 처리부(122R)를 갖고 있다. 송신 처리부(122S)는 제어부(30

0)로부터의 제어 신호 S24에 따라, 송신 신호 Se의 변조 처리나 증폭 처리를 행한다. 송신 처리부(1122S)에서 처리

된 송신 신호 Sout는 공용부(122K), 안테나(121)를 통하여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무선 송신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터치 패널(351)을 조작하고, 원격 조작 화면에 의한 리모컨 키를 터치 조작하면, 원격 조작 데이

터 D23이 CPU(301)의 제어를 받아 송신 처리부(122S), 공용부(122K)를 통해 안테나(121)로부터, 전파로 베이스 스

테이션(101)으로 송신된다. 이 밖에, 도 1에 도시한 서버(106)에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요구시나, 전자 프

로그램 가이드 등의 취득을 지령할 때는, 이 지령에 기초하여, 표시 장치(102)의 CPU(301)는 송신 처리부(122S), 공

용부(122K)를 통해, 안테나(121)로부터 전파로 베이스 스테이션(101)을 개재하여 소정의 서버(106)로 액세스하도록

된다.

이 요구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의 안테나(118)로부터 공용부(117K), 수신 처리부(117R)를 통해 CPU(201)로 전달

된다. 그래서, CPU(201)는 통신부(212)를 제어하여, I/F 회로(211)를 통해, 소정의 ISP에 접속시키고, 그곳에서, 도 

1에 도시한 인터넷(105)을 통해 소정의 서버(106)로 다시 접속시킨다. 그리고, 그 서버 (106)로부터 리모컨 구축 데

이터 Drc 등의 정보 배신을 받는다. CPU(201)는 I/F 회로(211) 및 통신부(212)를 통해 그 서버(106)로부터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 등을 수신하면, 이것을 RAM(203)으로 공급하여, 일단 기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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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PU(201)는 RAM(203)에 기억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 등을 송신 신호 형성부(116)로 공급한다. 송신 신호

형성부(116)는 리모컨의 화상 신호 등의 송신 신호 Sab를 형성시킨다. 이 송신 신호 형성부(116)에 의해 형성된 송신

신호 Sab는 송신 처리부(117S)로 입력된다. 송신 처리부(117S)는 송신 신호 Sab를 처리하여 송신 신호 Sout를 공용

부(117K)로부터 안테나(118)를 통해 전파로 표시 장치(102)로 출력한다.

표시 장치(102)에서는 송수신용 안테나(121)를 통해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의 전파가 수신되어, 공용부(122

K), 수신 처리부(122R)를 통해 신장 처리부(123)로 공급된다. 신장 처리부(123)는 수신 처리부(122R)로부터 공급된 

리모컨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화상 데이터를 신장 처리한 후, EEPROM(304)에 기억시킨다.

또한, 사용자가 터치 패널(351)을 조작하여 리모컨의 표시를 지령하면, CPU(301)는 EEPROM(304)에 기억된 리모

컨 구축 데이터 Drc를 그곳으로부터 판독하면, 그것을 신장 처리부(123)로 공급한다. 신장 처리부(123)는 제어 신호 

S22에 기초하여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신장 처리한다. 신장 처리부(123)는 신장 처리후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

rc를 화상 신호 처리부(124)로 공급하여, 소정의 처리를 행하게 한 후, 액정 표시부(125)로 출력한다. 액정 표시부(12

5)는 리모컨을 모식하는 영상을 표시한다. 또, 표시 장치(102)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등의 데이 터도 동일하게 하여

배신을 받을 수 있다.

이어서, 액정 표시부(125)에서의 리모컨 RM의 표시예에 관해 설명한다. 도 6에 도시하는 윈도우(20) 상에서 사용자

가 예를 들면, 「리모컨」을 선택하면, 리모컨 RM을 모식하는 영상이 표시된다. 윈도우(20)는 액정 표시부(125)에서

의 표시 화면이다. 이 리모컨 RM의 표시예는 베이스 스테이션(101)에 도시하지 않은 비디오 데크를 접속하여, 이 비

디오 영상을 표시 장치(102)에서 보면서, 그 표시 화면 내에 비디오용 리모컨 RM을 표시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도 6에 도시하는 리모컨 RM의 표시예에 의하면, 윈도우(20) 상에는 상부 표시부(21)와 하부 표시부(22)가 설치되고,

상부 표시부(21)에는 채널명 표시용의 아이콘 K1과, 음량 표시용 아이콘 K2가 표시된다. 이 예에서, 아이콘 K1에는 

「비디오」가 표시된다. 이것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에 비디오 데크가 접속된 상태에서, 비디오 재생이 선택되어 있

음에 따른다. 아이콘 K1에는 「비디오」 이외에, 「텔레비전」, 「인터넷」, 「메일」, 「앨범」등 또는「설정」이 

표시된다. 아이콘 K2는 음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음량이 바(bar)로 표시된다.

또, 하부 표시부(22)에는 화면 메모 키 K3, 화질 조정 키 K4, 음질 조정 키 K5, 슬립 키 K6, 및 리모컨 키 K7이 표시

되어 있다. 화면 메모 키 K3은 화면을 정지하여 영상을 정지할 때에 조작된다. 화질 조정 키 K4는 텔레비전 또는 비

디오의 화질을 조정할 때에 조작된다. 음질 조정 키 K5는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의 음질을 조정할 때에 조작된다.

슬립 키 K6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에 접속된 비디오 데크의 전원을 자동적 으로 켜는 시간을 설정할 때에 조작된다.

예를 들면, 슬립 키 K6을 선택하면 동영상 표시 영역 내에 설정용의 자화면이 표시되고, 전원을 끊는 시각의 후보로서

「30분후」, 「60분후」… 등이 표시되며, 사용자는 이것을 선택하여 설정하게 된다. 리모컨 키 K7은 「리모컨」을 

선택할 때에 조작된다.

상부 표시부(21)와 하부 표시부(22)의 사이는 동화상 표시 영역이고, 베이스 스테이션(101)에 접속된 비디오 데크로

부터 송출되는 비디오 영상, 이 예에서는 요트가 항해하는 동화상 풍경 영상이 비디오 데크에서 재생되어, 표시 장치(

102)의 액정 표시부(125)에 표시된다. 이 예는, 동화상 표시 영역에서, 요트의 동화상 풍경 영상에 겹쳐서 리모컨 RM

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이다. 이 리모컨 영상은 하부 표시부(22)의 리모컨 키 K7을 선택함으로써 동화상 표시 영역

에 표시된다. 이 리모컨 RM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에 접속된 비디오 데크를 원격 제어하도록 조작된다.

이어서, 비디오 장치용의 리모컨 RM1의 표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에

도시하는 리모컨 RM1은 표시 장치(102)의 액정 표시부(125)에서의 표시 화면중의 리모컨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영상이다. 리모컨 RM1은 전원 키 K11, 텔레비전/비디오 키 K12, 이중 음성 키 K13, BS 키 K14, 입력 전환 키 K15, 

채널 —/+ 키 K16, 되감기 키 K17, 재생 키 K18, 빨리감기 키 K19, 일시정지 키 K110, 정지 키 K111, 표시 오프 키 

K112 및 기종 전환 키 K113을 구비하고 있고, 그 키 영상이 액정 표시부(125)에 표시된다.

전원 키 K11은 비디오 데크의 전원을 온/오프할 때에 조작된다. 텔레비전/ 비디오 키 K12는 텔레비전/비디오를 전환

할 때에 조작된다. 이중 음성 키 K13은 음성 다중 방송을 전환할 때에 조작된다. BS 키 K14는 위성 방송을 수신할 때

에 조작된다. 입력 전환 키 K15는 비디오 데크의 입력을 전환할 때에 조작된다.

채널 —/+ 키 K16은 채널을 업 또는 다운할 때에 조작된다. 되감기 키 K17은 비디오를 되감을 때에 조작된다. 재생 

키 K18은 비디오를 재생할 때에 조작된다. 빨리감기 키 K19는 비디오를 빨리감기할 때에 조작된다. 일시 정지 키 K1

10은 비디오를 일시 정지할 때에 조작된다. 정지 키 K111은 비디오를 정지할 때에 조작된다. 표시 오프 키 K112는 

리모컨 표시를 끌 때에 조작된다. 기종 전환 키 K113은 비디오 데크의 1대째/2대째의 전환시에 조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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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디지털 CS(Communication Satellite) 장치용의 리모컨 RM2의 표시예에 대하여 설명다. 도 8에 도시하는 리

모컨 RM2는 표시 장치(102)의 액정 표시부(125)에서의 표시 화면 중의 리모컨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영상이다. 리

모컨 RM2는 전원 키 K21, 위성 전환 키 K22, 이중 음성 키 K23, 텐 키 K24, 선국 키 K25, 채널—/+키 K26, 표시 오

프 키 K27 및 기종 전환 키 K28을 구비하고 있고, 그 키 영상이 액정 표시부(125)에 표시된다.

전원 키 K21은 디지털 CS, CATV의 전원을 온/오프할 때에 조작된다. 위성 전환 키 K22는 위성의 종류를 바꿀 때에 

조작된다. 이중 음성 키 K23은 음성 다중 방송을 전환할 때에 조작된다. 텐 키 K24는 채널 숫자를 입력할 때에 조작

된다. 선국 키 K25는 이 버튼을 선택하고 나서 채널 숫자를 입력하게 된다.

채널 —/+ 키 K26은 디지털 CS, CATV의 채널을 업 또는 다운할 때에 조작된 다. 표시 오프 키 K27은 리모컨 표시

를 끌 때에 조작된다. 기종 전환 키 K28은 디지털 CS 또는 CATV 등의 1대째/2대째의 전환시에 조작된다.

이어서, DVD(Digital Versatile Disc) 장치용의 리모컨 RM1의 표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9에 도시하는 리모컨 R

M3은 표시 장치(102)의 액정 표시부(125)에서의 표시 화면중의 리모컨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영상이다. 리모컨 R

M3은 전원 키 K31, 되감기 키 K32, 빨리감기 키 K33, 앞으로 키 K34, 다음으로 키 K35, 정지 키 K36, 재생 키 K37,

일시 정지 키 K38, 표시 오프 키 K39 및 기종 전환 키 K310을 구비하고 있고, 그 키 영상이 액정 표시부(125)에 표시

되어 있다.

전원 키 K31은 DVD 장치의 전원을 온/오프할 때에 조작된다. 되감기 키 K32는 디스크를 되감을(2배속할) 때에 조작

된다. 빨리감기 키 K33은 디스크를 빨리 감을(2배속할) 때에 조작된다. 앞으로 키 K34는 DVD 재생중에 챕터나 영상

을 되돌릴 때에 조작된다.

다음으로 키 K35는 DVD 장치의 재생중에 챕터나 영상을 진행시킬 때에 조작된다. 정지 키 K36은 DVD 장치를 정지

할 때에 조작된다. 재생 키 K37은 DVD 장치를 재생할 때에 조작된다. 일시 정지 키 K38은 DVD 장치를 일시 정지할 

때에 조작된다. 표시 오프 키 K39는 리모컨 표시를 끌 때에 조작된다. 기종 전환 키 K310은 DVD 장치의 1대째/2대

째의 전환시에 조작된다.

이어서,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에서의 처리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베이스 스테이션(10

1) 및 표시 장치(102)로 구성되는 정보 처리 장치(103)가 준비되며, 예를 들어 베이스 스테이션(101)에 AV 기기(110

)로서 DVD 장치를 접속하고, 이 DVD 장치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정보 배신계 II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원격 제어를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 시스템(100)에서는 정보 처리계 I에서 정보 배신계 II로 배신 요구하는 처리(배

신 요구시의 처리)와, 정보 배신계 II로부터 정보 처리계 I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하는 처리(리모컨 구축 정

보 처리)와, 정보 처리계 I에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여, 예를 들면 DVD 장치를 원격 조작하는 처리(원격

조작 처리)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배신 요구시의 처리예]

이 예에서, 정보 처리계 I에서 DVD 장치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취득하는 경우는, 도 10에 도시하는 플

로우차트의 단계 E1에서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을 이용하는지가 체크된다. 당해 시스템을 이용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다.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100)을 이용하는 경우는 단계 E2로 이행하여 소정의 

웹사이트로 발호하여 당해 베이스 스테이션(101)과 서버(106)를 예를 들면, 인터넷(105)을 통해 접속한다. 이에 따라

,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하는 정보 배신계 II와, 베이스 스테이션(101)을 구비한 정보 처리계 I이 인터넷(105

)를 통하여 접속된다.

그 후, 단계 E3에서 주지의 인증 방식에 의해 사용자 ID 등의 인증 처리를 한다. 이 인증 처리는 예를 들면, 미리 정보 

제공 사업자에게 등록된 사용자를 식별하는 개인 정보(등록 번호)와, 표시 장치(102)에서 입력된 개인 정보(등록 번

호)를 비교한다. 양자의 등록 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는 인증 OK가 된다. 양자의 등록 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는 인증 NG가 된다. 인증 OK인 경우는, 단계 E4로 이행하여 서버(106)에 대해 당해 DVD 장치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다운로드를 요구한다. 이 때, DVD 장치의 식별 번호를 조회하도록 하면 된다. 이 조회에 의해, DVD 장

치의 기기 인증을 행할 수 있다.

이 다운로드 요구에 의해, 단계 E5에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다운로드한다. 여기에서 다운로드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는 단계 E6에서 EEPROM(204)으로 저장된다. 새로운 DVD 장치가 추가된 경우는 그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다시 다운로드하여 EEPROM(204)에 추가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단계 E7에서 사용자는 결제 처리를 한다. 이 때의 결제 처리는 유료 과금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서버

(16)에 의해 사용자의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요금이 이체된다. 또한, 단계 E1에서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

템(100)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단계 E8로 이행하여 다른 처리를 실행한다. 이것은 리모컨 구축 정보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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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처리를 종료한 경우 및 단계 E3에서 인증되지 않았던 

경우는 여기에서의 정보 처리를 종료한다.

[리모컨 구축 데이터 배신시의 처리예]

정보 배신계 II는 도 11에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의 단계 F1에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요구를 대기한다. 당

해 배신 요구가 있었던 경우는 단계 F2로 이행하여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요구를 수신한다. 그 후, 단계 F3

으로 이행하여 정보 배신계 II는 배신 요구가 있었던 DVD 장치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데이터베이스(107)에서 

검색하여 추출한다.

그리고, 배신 요구가 있었던 정보 처리계 I로 단계 F4에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를 배신한다. 그 후, 단계 F5로 이

행하여 정보 배신계 II는 당해 배신 서비스에 관하여 정보 배신계 II에서는 고객 관리 처리를 실행한다. 이 때, 서버(10

6)는 정보 처리계 I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서버(106)는 당해 배신 서비스의 결제에 대응한 유료 과금 처리를 한다. 또, 서버(106)는 리모컨 구축 데

이터 Drc의 배신 요구로부터 사용자가 구입한 DVD 장치의 기종 등이 파악된다. 이것은 인기 상품의 앞으로의 개발이

나,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 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

그 후, 단계 F6으로 이행하여 정보 배신계 II는 당해 처리를 종료하는지가 체크된다. 이 서비스를 24시간 계속하면, 

단계 F1로 되돌아가서 정보 배신계 II는 상기 처리를 반복한다. 1일의 시간을 구분지어서 당해 배신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는, 서비스 종료 시간의 도래에 따라, 정보 배신계 II는 당해 서비스 처리를 종료한다.

[원격 조작시의 처리예]

이 처리예는, 베이스 스테이션(101)과 DVD 장치가 접속되고, 원격 조작 화면은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분리

된 휴대 단말형의 표시 장치(102)에 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처리 조건으로 하여, 정보 처리계 I에서 DVD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경우, 도 12A에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의 단계 G1에서 DVD 장치를 원 격 제어하는지가 체크된

다. 이 때의 체크는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DVD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경우는, 단계 G2로 이행하여 액

정 표시부(125)에 도 6에 도시한 조작 화면을 표시한다. 이 때, 각종 키 영상은 동화상 표시 영역(23)을 제외한 상부 

표시부(21) 및 하부 표시부(22)에 표시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리모컨 키 K7을 터치하여 조작 화면을 선택한다. 이 선택에 의해, 예를 들면 단계 G3에서 EEPROM

(204)로부터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가 판독되고,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부터 표시 장치(102)로 리모컨 구축 데

이터 Drc가 무선 전송된다.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는 EEPROM(304)에 저장된다. 이 EEPROM(304)으로부터 리모

컨 구축 데이터 Drc가 판독되고, 단계 G4에서 액정 표시부(125)의 동화상 표시 영역(23)에는 예를 들면 그 우단(右端

)에 원격 조작 화면의 일례가 되는 리모컨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영상이 표시된다. 이 예는, 도 9에 도시한 리모컨 R

M3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영상이 표시된다.

그 후, 단계 G5으로 이행하여 표시 장치(102)는 리모컨 조작 입력이 대기된다. 이 때, 리모컨의 조작 화면 상에서 터

치 패널(351)이 조작되어, 사용자는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을 조작 입력하도록 한다. 따라서, 단계 G6에서 리모컨 조

작 입력이 검출되면, 이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이 EEPROM(204)으로부터 판독된다. 그리고, 단계 G7으로 이행하여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이 표시 장치(102)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출력하도록 한다.

한편, 베이스 스테이션(101)은 도 12B에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의 단계 H1에서 표시 장치(102)로부터의 원격 조작 데

이터 D23의 입력이 대기된다. 표시 장치 (102)로부터의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의 입력이 있으면, 베이스 스테이션(10

1)은 단계 H2로 이행하여 표시 장치(102)로부터 수신한 원격 조작 데이터 D23에 기초하여 DVD 장치를 원격 제어하

도록 한다. 이 때부터, DVD 장치가 표시 장치(102)에 의해 콘트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도 9에 도시한 것과 같이, 리모컨 RM3에 전원 키 K31을 ON하면, DVD 장치의 전원이 투입된다. DVD 장

치를 재생하는 경우는, 재생 키 K37을 조작하도록 한다. 또, 디스크를 빨리감기(2배속 하는)하는 경우는, 빨리감기 키

K33이 조작된다. DVD 장치의 재생 중에 챕터 처리를 하는 경우나 영상을 뒤로 되돌리는 경우는 앞으로 키 K34가 조

작된다.

또, 디스크를 되감는(2배속하는) 경우는, 되감기 키 K32가 조작된다. DVD 장치를 일시 정지하는 경우는, 일시 정지 

키 K38이 조작된다. DVD 장치를 재생 중에 챕터 처리를 하는 경우나 영상을 진행시키는 경우는 다음으로 키 K35가 

조작된다. 또, DVD 장치를 정지하는 경우는 정지 키 K36이 조작된다. 리모컨 표시를 끄는 경우는 표시 오프 키 K39

가 조작된다.

또한, 도 12A의 플로우차트의 단계 G1에서 원격 제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는, 단계 G8로 이행하여 다른 처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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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이것은 채팅이나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등의 정보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처리

를 종료한 경우 및 단계 G7에서 원격 조작 데이터 D23을 베이스 스테이션(101)으로 전송한 경우는 단계 G9으로 이

행한다. 단계 G9에서는 CPU(301)에 의해 당해 정보 처리의 종료 판단이 이루어진다. 정보 처리의 종료 판단은 전원 

오프 정보 등을 검 출하여 실행한다. 전원 오프 정보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는 단계 G1으로 복귀하고 상기 처리가 계

속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로서의 정보 처리 장치(103)에 따르면, 임의의 DVD 장치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

이터 Drc를 정보 배신계 II로부터 수신하여 원격 제어를 하는 경우에, 베이스 스테이션(101)의 제어부(200)를 사용하

여 정보 배신계 II에 대해 당해 DVD 장치에 대응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의 배신이 요구되면, 표시 장치(102)에서

는 제어부(200)의 배신 요구 기능에 의해 정보 배신계 II로부터 수신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에 기초하여 액정 표시

부(125)로 원격 조작 화면이 표시된다. 베이스 스테이션(101)에서는 표시 장치(102)의 액정 표시부(125)에 표시된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데이터 D23에 기초하여 DVD 장치를 원격 제어하도록 한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DVD 장치에 대한 리모컨 구축 데이터 Drc도 용이하게 서버(106)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DVD 장치에 대해서도 원격 조작 화면 상에서 조작 입력되는 원격 조작 데이터 D23에 기초하여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이로써, 베이스 스테이션(101) 및 표시 장치(102)로 구성되는 정보 처리 장치(103)로 가정내 등

의 복수대의 DVD 장치를 집중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모컨 배신 서비스 시스템을 실현함으로써, 가정내의 AV 기기 등(110)이 상호 접속/콘트롤될 수 있게 된

다. 인터넷 환경을 잘 활용한, 가정내에서의 기기간의 시너지 리모트 콘트롤을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디지털 CS/BS 튜너나, DVD 플레이어, CD/MD 플레이어 등의 오디오 비디오 기기나, 에어컨, 쿨러 등의 

각종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용의 제어 정보를 배신하는 다기능 리모컨 서비스 시스템 등에 적용하기에 매우 

바람직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격 조작 정보에 의해 원격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 기기에 대해,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를 배

신(配信)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를 당해 전자 기기에 배신하는 정보 처리 장치와,

상기 정보 처리 장치에 상기 원격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원격 조작용 제어 정보를 배신하는 정보 배신 장치와,

상기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 배신 장치를 접속하는 통신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 처리 장치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얻은 신호에 기초한 화면에 중첩하여, 원격 조작할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화면을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한 표시 수단과,

상기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와, 원격 조작할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화면을 상기 표시 수단에 표

시하기 위한 표시 정보를 저장하는 불휘발성 기억 장치와,

상기 원격 조작 화면을 이용하여 소정의 원격 조작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 장치와,

상기 입력 장치에 의해 소정의 원격 조작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에, 원격 조 작할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

를 당해 전자 기기에 배신하여 제어하는 제어 장치와,

상기 통신 수단에 새로운 전자 기기가 접속된 경우에,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 및 표시 정보의 배신

을 상기 정보 배신 장치에 대해 요구하는 배신 요구 수단을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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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 배신 장치는,

복수의 전자 기기의 각각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와 표시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배신 요구 수단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때에,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 및 표시 정보를 배신하는

배신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장치는 터치 패널 방식의 입력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기와 상기 정보 처리 장치의 상기 제어 장치가 유선 방식 또는 무선 방식에 의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기와 상기 정보 처리 장치의 상기 제어 장치가 적외선 방식에 의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

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처리 장치의 상기 제어 장치와 상기 표시 수단은 분리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고, 상기 정보 처리 장치의 상

기 제어 장치와 상기 표시 수단 간에 무선 통신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배신 장치로부터 배신된 원격 조작용의 제어 정보를 저장하는 불휘발성 기억 장치는 상기 정보 처리 장치

의 상기 제어 장치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에는 방송 기반, 공중 전화 회선, 전용 통신 회선, 또는 인터넷 중 적어도 하나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배신 장치는, 상기 정보 처리 장치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상 기 원격 조작용의 제어 정보의 배신 서비

스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배신 장치에는, 상기 원격 조작용의 제어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비되고,

상기 제어 정보는, 새로운 상기 전자 기기가 제조될 때마다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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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배신 장치는,

상기 원격 조작용의 제어 정보의 배신 서비스를 실현하는 경우에,

당해 배신 서비스의 결제에 대응한 유료 과금 처리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원격 조작 정보에 의해 원격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 기기에 대해,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를 배

신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얻은 신호에 기초한 화면에 중첩하여, 원격 조작할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화면을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한 표시 수단과,

상기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와, 원격 조작할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화면을 상기 표시 수단에 표

시하기 위한 표시 정보를 저장하는 불휘발성 기억 장치와,

상기 원격 조작 화면을 이용하여 소정의 원격 조작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 장치와,

상기 입력 장치에 의해 소정의 원격 조작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에, 원격 조작할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를

당해 전자 기기에 배신하여 제어하는 제어 장치와,

상기 통신 수단에 새로운 전자 기기가 접속된 경우에,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 및 표시 정보의 배신

을 외부에 설치된 정보 배신 장치에 대해 요구하는 배신 요구 수단

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처리 장치의 상기 제어 장치와 상기 표시 수단은 분리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고, 상기 정보 처리 장치의 상

기 제어 장치와 상기 표시 수단 간에 무선 통신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배신 장치로부터 배신된 원격 조작용의 제어 정보를 저장하는 불 휘발성 기억 장치는, 상기 정보 처리 장치

의 상기 제어 장치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기와 상기 정보 처리 장치의 상기 제어 장치가 유선 방식 또는 무선 방식에 의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기와 상기 정보 처리 장치의 상기 제어 장치가 적외선 방식에 의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

리 장치.

청구항 16.
원격 조작 정보에 의해 원격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 기기에 대해,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를 배

신하는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를 당해 전자 기기에 배신하는 정보 처리 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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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 처리 장치에 상기 원격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원격 조작용의 제어 정보를 배신하는 정보 배신 장치와,

상기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 배신 장치를 접속하는 통신 수단

을 준비하고,

상기 정보 처리 장치에서,

불휘발성 기억 장치에, 상기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와, 원격 조작할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화면을

상기 표시 수단에 표시하기 위한 표시 정보를 저장하고,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얻은 신호에 기초한 화면에 중첩하여, 원격 조작할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화면을 표시 

수단에 표시하고,

상기 원격 조작 화면을 이용하여 소정의 원격 조작 정보를 입력 장치에 의해 입력하고,

상기 입력 장치에 의해 소정의 원격 조작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에, 원격 조작할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를

제어 장치에 의해 당해 전자 기기에 배신하고,

상기 통신 수단에 새로운 전자 기기가 접속된 경우에,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 및 표시 정보의 배신

을 배신 요구 수단에 의해 상기 정보 배신 장치에 대해 요구하고,

상기 정보 배신 장치에서,

복수의 전자 기기의 각각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와 표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배신 요구 수단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때에, 당해 전자 기기에 대응한 원격 조작 정보 및 표시 정보를 상기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판독하여 상기 정보 처리 장치에 배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에는 방송 기반, 공중 전화 회선, 전용 통신 회선, 또는 인터넷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배신 장치에서, 상기 원격 조작용의 제어 정보의 배신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배신 장치에서, 새로운 상기 전자 기기가 제조될 때마다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제어 정보를 추가하도

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방법.

도면



공개특허 10-2004-0111658

- 18 -

도면1



공개특허 10-2004-0111658

- 19 -

도면2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0 -

도면3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1 -

도면4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2 -

도면5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3 -

도면6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4 -

도면7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5 -

도면8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6 -

도면9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7 -

도면10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8 -

도면11



공개특허 10-2004-0111658

- 29 -

도면12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 이용 가능성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