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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서버부에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구비하고 클라이언트 PC 및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한 뒤 유/무선

으로 리모트 컨트롤러로 선택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보다 손쉽고 간편하

게 각 기기에 맞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a

색인어

리모트 컨트롤러,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이동통신 단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

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부에 대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처리부에 대한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모트 컨트롤러에 대한 구성도,

도 5는 클라이언트 PC를 이용하여 리모트 컨트롤러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처리 절차도,

도 6은 리모트 컨트롤러로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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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나의 리모트 컨트롤러로 어떠한 기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 넷을 이용하여 각 기기에 해당하는 리모

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리모트 컨트롤러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제어 기기의 하나인 리모트 컨트롤러는 기기를 사용하는 최종 유저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전기기,사무용 기기 등을 근접한 원격지에서 무선 제어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 산업의 발달과 

반도체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계

속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기술에 따른 기기 원격제어장치 및 그 방법은 각 기기들을 제어하기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가 각각 구비

되어 해당 리모트 컨트롤러에 의해서만 해당 기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일 기기의 리모콘을 분실하였

을 경우나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리모트컨트롤러를 다시 구입하여야 하거나 사용자

가 해당 기기의 본체에 부착된 키들을 일일이 조작하여 작동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리모트 컨트롤러에 다수의 기기들의 데이터를 세팅하여 한 리모트 컨

트롤러를 통해 여러 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일명 통합리모콘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세팅 방법이 복잡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인

터넷을 통해 각 기기들의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구비한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데이터중 필요한 데이터를 리모트 

컨트롤러에 유무선으로 다운로드 및 세팅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버부(10),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

는 클라이언트 PC(30) 및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 상기 기기(10, 30, 40)들을 연결하는 인터넷 망(20), 그리고 

유/무선으로 연결된 리모트 컨트롤러(50, 50')로 구성된,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서버부(10)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한 각각의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들을 갖고 

각종 요청들에 대한 응답 및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11);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와 연결되

어 사용자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승인 시스템(12);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와 연결되어 사용자의 과금정보

를 업데이트하는 과금 정산 시스템(13)을 구비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PC(30)는, 인터넷 망(20)을 경유하여 상기 서버

부(10)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고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인터페이스 부(31); 수신된 리

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32); 상기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법을 판단하는 데이터 분석부

(33); 및 상기 데이터를 유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 2 인터페이스 부(34)를 구비하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리모트 컨트

롤러에 전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상기 리모콘 코드 전송 시 스템(40)은,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해 전송받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3 인터페이스 부(41); 상기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42); 및 상기 저장된 데이

터를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하기 위한 제 4 인터페이스 부(43)를 구비하며,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

50')는, 상기 클라이언트 PC(30)와 유선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한 연결 단자(51); 또는 상기 리모콘 코드 전

송 시스템(40)으로부터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한 송수신부(54); 상기 전송된 데이터를 필요한 방식으로 변환

하는 제어부(52); 및 상기 제어부(52)와 전송된 변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53)를 구비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에 있어서, 사

용자의 선택으로 클라이언트 PC(30)가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해 다운로드 할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서버

부(10)에 요청하는 제 1단계와, 상기 서버부(10)의 인증절차를 거치는 제 2단계와, 상기 요청에 의해 상기 서버부(10)

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해 수신하는 제 3단계와, 상기 수신한 데이터를 임시 저장 

공간(32)에 잠시 저장하는 제 4단계와,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부(33)를 통하여 분석하여 유선 또는 무선

으로 전송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제 5단계와, 제 5단계에서 유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 2 인터페이스 부(34)를 통하여

선으로 연결된 리모트 컨트롤러(50)의 단자(51)로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6단계와,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가 

단자(51)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7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제어부(52)를 통해 필요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제 8단계와, 상기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부(53)에 저장하는 제 9단계로 구성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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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부에 대한 구성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모트 컨

트롤러 데이터 처리부에 대한 구성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모트 컨트롤러에 대한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은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포함하고 인증, 과금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부(10), 상기 서버부(10)와 클라이언트 PC(30)를 연결하는 인터넷 망(

20), 리모트 컨트롤러(50)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망(20)을 통해 상기 서버부(10)와 상호 통신하며 필요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선택하여 리모트 컨트롤러에 다운로드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PC(30), 사용자

가 선택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상기 서버부(10)로부터 수신해서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하는 리

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 그리고 유선으로 클라이언트 PC(30)를 통해 또는 무선으로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

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세팅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50, 50')로 구

성된다.

여기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리모트 컨트롤러(50')는 리모트 컨트롤러 기능을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포함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일반적인 핸드폰이나 PDA등 이통통신 기능을 갖는 기기의 총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무선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는 클라이언트 PC(30)가 갖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리모트 컨트롤러(50')를 조작하여 무선 인터넷 망을 통하여 서버부(10)에 접속 및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한 뒤 상기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을 통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리모트 컨트롤러 사용자는 상기 클라이언트 PC(30) 또는 리모트 컨트롤러(50')를 통해 서버부(10)에 저장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중 작동하고자 하는 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면 상기 데이터는 클라이언트 PC(30) 또

는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을 경유하여 유/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 50')에 다운로드 되고 세팅되므로 사

용자는 작동하고자 하는 기기에 대한 리모트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 2는 서버부(10)에 대한 구성도로서, 서버부(10)는 크게 데이터베이스 서버(11), 인증 시스템(12) 및 과금 정산 시

스템(13)으로 구성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11)는 TV, 비디오, 오디오, 에어컨 등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

한 각각의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클라이언트 PC(30) 또는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50')를 통해 전송

되는 각종 요청들에 대한 응답 및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인증 시스템(12)은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와 연결되고, 승인된 사용자 만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증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상기 데이터 베이스 서버(11)로 전송한다.

과금 정산 시스템(13)은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로부터 과금 정보를 전송받아 각 사용자의 과금 정보를 업데이

트하는 역할을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인증 시스템(12) 및 과금 정산 시스템(13)은 사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도 3은 데이터의 다운로드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라이언트 PC(30) 및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에 포함되는 리모

트 컨트롤러 데이터 처리부에 대한 구성도로서,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처리부는 사용자의 조

작을 통해 인터넷 망(20)을 경유하여 서버부(10)로 원하는 데이터의 다운로드 선택 요청 및 사용자 정보등을 송신하

고 상기 데이터 송신에 의해 상기 서버부(1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인터페이스 부(31), 상기 데이

터를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32), 상기 임시 저장 공간(32)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선으로 연결된 리모

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할지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할 지를 판단하는 데이터 분석부(33), 상기 데이

터 분석부(33)에서 유선으로 연결된 리모트 컨트롤러(50)로 전송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 데이터를 유선

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 2 인터페이스 부(34)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데이터 분석부(33)에서 무선으로 리모트 컨

트롤러(50')에 전송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하여 서버부(10)에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으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청하고,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에 포함되며 상기

서버부(10)로부터 전송 받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3 인터페이스 부(41), 상기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

간(42),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하기 위한 제 4 인터페이스 부(4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서 리모트 컨트롤러(50')는 제 1 인터페이스 부(31) 및 임시 저장 공간(32)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기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의 제 4 인터페이스 부(43)와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부(31)간

의 통신에 의해 선택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부(31)는 인터넷 상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WEB 브라우저,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

에서 사용하는 WAP 브라우저를 포함하며,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와 상기 클라이언트 PC(30)를 연결하는 선은 U

SB(Universal Serial Bus)를 포함한다.

도 4는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구성도로서, 도

4a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유선 리모트 컨트롤러(50)는 기존의 리모트 컨트롤러가 갖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제어 선택 신호를 입력하는 키입력부, 상기 키입력부를 통한 사용자의 제어 선택 신호를 받아 소정의 적

외선 코드를 발생시키는 적외선 코드 발생 수단을 포함하고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CPU, 상기 CPU의 적외선 코드

를 받아 해당 코드의 적외선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는 적외선 신호 발생부에 추가하여 클라이언트 PC(30)와 선을 연

결할 수 있는 단자(51), 단자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판단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제어부(52) 그리고 상기 

제어부(52)와 연결되고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부(53)를 더 포함한다.

또한 도 4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의한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50')는 기존의 리모트 컨트롤러가 갖

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제어 선택 신호를 입력하는 키입력부, 상기 키입력부를 통한 사용자의 제어 선택 신호를 받

아 소정의 적외선 코드를 발생시키는 적외선 코드 발생 수단을 포함하고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CPU, 상기 CPU의 

적외선 코드를 받아 해당 코드의 적외선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는 적외선 신호 발생부에 추가하여 서버부(10) 및 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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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코드 전송 시스템(40)과 필요한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송수신부(54), 수신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

터를 필요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제어부(52), 변환된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한 저장부(53)를 더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가 리모트 컨트롤러 기능이 부가된 이동통신 단말기인 경우에는 기존 이동통신 단말기 모듈이 

내부에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리모트 컨트롤러 사용자는 상기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간단히 다

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리모트 컨트롤러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다운로드 하는지에 따라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

터 다운로드 방법이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절차 진행이 도 5a 및 도 5b에 나타나 있다.

도 5a는 유선으로 클라이언트 PC(30)에 연결한 리모트 컨트롤러(50)로 선택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처리 절

차도로서, 도 5a를 참조하여 그 절차를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 PC(30)는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하여 서버부(10)에 접속한 뒤 사용자가 선택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요청하고(S510), 상기 서버부(10)의 인증절차를 거친 뒤(S520), 요청에 따라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제 1 인

터페이스 부(31)를 통하여 수신하고(S530), 임시 저장 공간(32)에 잠시 저장한다(S540). 그 후 데이터 분석부(33)를 

통하여 상기 임시 저장 공간(32)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선으로 연결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할지 무선

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할 지를 판단(S550)한다.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도 

5b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유선으로 연결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하는 경우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

와 선으로 연결된 제 2 인터페이스 부(34)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S560)한다. 리모트 컨트롤러(50)는 단자(51)를 통

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S570)한 뒤 상기 데이터를 제어부(52)에서 판단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변환(S580)한다.

그리고 저장부(53)에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S590)한다.

도 5b는 단계 S550에서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하는 경우를 나타낸 처리 절차도로서 도 5b를 참조하

면, 다음과 같다.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하는 경우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하여 서버부(10)에 리

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으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청(S551)한다.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

)은 제 3 인터페이스 부(41)를 통하여 전송받은 데이터를 수신(S552)한 뒤 임시 저장 공간(42)에 잠시 저장한다(S55

3). 그 후 제 4 인터 페이스 부(43)를 통해서 상기 임시 저장 공간(42)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모트 컨트롤러(50')로 무

선 전송(S554)한다. 이 후 절차는 단계 S570 내지 S590과 일치한다.

도 5c는 상기 서버부(10)의 인증절차(S520)를 좀 더 상세히 나타낸 처리 절차도로서 도 5c를 참조하면, 서버부(10)

의 데이터베이스 서버(11)는 클라이언트 PC(30)로부터 인증정보를 수신(S521)하여 인증 서버(12)로 전송(S522)한

다. 상기 인증 서버(12)는 인증 정보를 판단(S523)하여 그 결과를 다시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로 전송(S524)한

다.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는 전송받은 상기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승인이 되는지 판단(S525)하여 승인되는 경

우에만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라, 리모트 컨트롤러 기능을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직접 리모트 컨

트롤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를 나타낸 절차 진행도로서 도 6을 참조하여 그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리모트 컨트롤러(50')는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하여 서버부(10)에 접속한 뒤 사용자가 선택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요청하고(S610), 상기 서버부(10)는 인증절차를 마친 뒤(S620),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으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전송(S630)한다. 상기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은 제 3 인터페이스 부(41)를 통하여 전송받은

데이터를 수신(S640)한 뒤 임시 저장 공간(42)에 잠시 저장한다(S650). 그 후 제 4 인터페이스 부(43)를 통해서 상기

임시 저장 공간(42)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모트 컨트롤러(50')로 무선 전송(S660)한다.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는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S670)한 뒤 상기 데이터를 제어부(52)에서 판단하고 필요

한 방식으로 변환(S680)한다. 그리고 저장부(53)에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S690)한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무선 다운로드 받은 리모트 컨트롤러(50')는 일반 리모트 컨트롤러(50)와 선으로 연결하여 데이터

를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손쉽게 리모트 컨트롤러에 다운로드 및 세팅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통합 리모콘의 복잡한 세팅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하는 동작만으로 리모트 컨트롤러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되고 세팅이 되므로, 원하는 기기에 대한

리모트 컨트롤러로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버부(10),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이언트 PC(30) 및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 상기 기기(10, 30, 40)들을 연결하는 인터넷 망(20), 그리고 유/무선으로 연결된 리모트 컨트롤러(50, 50

')로 구성된,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서버부(10)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한 각각의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들을 갖고 각종 요청

들에 대한 응답 및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11);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와 연결되어 사용자

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승인 시스템(12);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와 연결되어 사용자의 과금정보를 업데이

트하는 과금 정산 시스템(13)을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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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라이언트 PC(30)는, 인터넷 망(20)을 경유하여 상기 서버부(10)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고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인터페이스 부(31); 수신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

간(32); 상기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법을 판단하는 데이터 분석부(33); 및 상기 데이터를 유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 2

인터페이스 부(34)를 구비하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리모트 컨트롤러에 전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상기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은, 상기 제 1 인터

페이스 부(31)를 통해 전송받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3 인터페이스 부(41); 상기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42); 및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에 전송하기 위한 제 4 인터페이스 부(43)를 구비

하며,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 50')는, 상기 클라이언트 PC(30)와 유선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한 연결 단자(51);

또는 상기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으로부터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한 송수신부(54); 상기 전송된 데이

터를 필요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제어부(52); 및 상기 제어부(52)와 전송된 변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53)를 구

비하며,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는 상기 서버부(10)로 리모트 콘트롤러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고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

는 제1인터페이스 부(31); 및 수신된 리모트 콘트롤러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32)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PC(30)의 제 2 인터페이스 부(34) 및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의 단자(51)를 연

결하는 선은 USB(Universal Serial Bu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는 리모트 컨트롤러 기능을 갖 는 이동통신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시스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선택으로 클라이언트 PC(30)가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해 다운로드 할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서

버부(10)에 요청하는 제 1단계와,

상기 서버부(10)의 인증절차를 거치는 제 2단계와,

상기 요청에 의해 상기 서버부(10)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해 수신하는 제 3단계와

,

상기 수신한 데이터를 임시 저장 공간(32)에 잠시 저장하는 제 4단계와,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부(33)를 통하여 분석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송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제 5단

계와,

제 5단계에서 유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 2 인터페이스 부(34)를 통하여 선 으로 연결된 리모트 컨트롤러(50)의 단자

(51)로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6단계와,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가 단자(51)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7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제어부(52)를 통해 필요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제 8단계와,

상기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부(53)에 저장하는 제 9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

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5단계 수행 결과 무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기 제 6단계 내지 제 7단계는,

클라이언트 PC(30)가 제 1 인터페이스 부(35)를 통하여 서버부(10)에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으로 상기 데이터

를 전송하도록 요청하는 제 5-1단계와,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은 제 3 인터페이스 부(41)를 통하여 서버부(10)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5-2단계와,

상기 전송받은 데이터를 임시 저장 공간(42)에 저장하는 제 5-3단계와,

제 4 인터페이스 부(43)를 통하여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리모트 컨트롤러(50')의 송수신부(54)로 무선 전송하는 제 6

-1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인증절차인 상기 제 2단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11)가 클라이언트 PC(30)로부터 인증정보를 수신하는 제 2-1단계와,

수신한 상기 정보를 인증 서버(12)로 전송하는 제 2-2단계와,

상기 인증 서버(12)는 사용자 승인이 되는지 인증 정보를 판단하는 제 2-3단계와,

판단된 결과를 다시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로 전송하는 제 2-4단계와,

상기 데이터베이스 서버(11)가 전송받은 상기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승인이 되는지 판단하는 제 2-5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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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컨트롤러 기능을 부가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한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선택으로 리모트 컨트롤러(50')가 제 1 인터페이스 부(31)를 통해 다운로드 할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를 

서버부(10)에 요청하는 제 1단계와,

상기 서버부(10)의 인증절차를 거치는 제 2단계와,

상기 요청에 의해 상기 서버부(10)는 요청된 데이터를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으로 전송하는 제 3단계와,

상기 리모콘 코드 전송 시스템(40)은 제 3 인터페이스 부(41)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4단계와,

상기 수신한 데이터를 임시 저장 공간(42)에 잠시 저장하는 제 5단계와,

제 4 인터페이스 부(43)를 통하여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리모트 컨트롤러(50')의 송수신부(54)로 무선 전송하는 제 6

단계와,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50')가 송수신부(54)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7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제어부(52)를 통해 필요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제 8단계와,

상기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부(53)에 저장하는 제 9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데이터 다운

로드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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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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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등록특허  10-0448176

- 9 -

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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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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