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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의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은 피조작측 정보 기기와 조작측 정보 기기를 포함한다. 피조작측 정보 기기는, 윈도

우와 관련된 뷰 영역에 관한 뷰 정보를 기억하는 뷰 영역 기억부와, 뷰 정보에 따라 초기 상태로서 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

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화면 정보 처리부와, 통신부와,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제어 정보 처리부를 포함한다. 조작측 정

보 기기는, 통신부와, 뷰 정보를 기억하는 뷰 영역 기억부와, 표시 우선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다수의 표시 영역에 이미지

를 표시하는 화면 정보 처리부와,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피조작측 정보 기기에 전송하는 제어 정보 처리부를 포함한

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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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의 상세한 구성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한 PC의 피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의 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PC의 화면 범위로서 기능하는 뷰 영역을 규정하는 뷰 정보의

일례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한 뷰 정보에 의해 규정되는 뷰 영역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1에 도시한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셀룰러폰으로 PC를 작동시킬 때의 흐름을 도시하

는 흐름도이다.

도 7은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의 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1에 도시한 PC의 피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전체 화면으로서 어느 한 뷰 영역을 취한 경우에 셀룰러폰의 조

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는 활성 윈도우를 변경하는 경우에 도 4에 도시한 뷰 정보의 표시 우선 순위를 갱신함으로써 산출된 새로운 뷰 정보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은 활성 윈도우의 변경에 따라 도 4에 도시한 뷰 정보에서 윈도우의 표시 우선 순위를 설정할 때의 정보 처리 절차의

일례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1은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의 조작부의 버튼 배치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2는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의 조작측 표시부에 타이틀 바가 표시되는 화면의 표시 형식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3a1 내지 도 13b2는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의 조작측 표시부에 스크롤 바가 표시되는 화면의 표시 형식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4는 도 13a1 내지 도 13b2에 도시한 스크롤 바의 채색에 이용되는 색의 일례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이

다.

도 15는 도 14에 도시한 스크롤 바의 채색에 이용되는 색의 설정 레퍼런스의 일례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이

다.

도 16a 및 도 16b는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의 조작측 표시부의 표시 형식이 조작측 표시부의 각도에 따라 전환되는 일례

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7은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의 조작부의 기능 버튼에 기능을 할당하는 일례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2 : 셀룰러폰

2a : 조작측 표시부

3 : 퍼스널 컴퓨터(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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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 피조작측 표시부

4 : 인터넷

5 : 기지국

10 : 조작부

11 : 제어 정보 처리부

12 : 통신부

13 : 화면 정보 처리부

14 : 이미지 발현부

15 : 표시부 각도 검출부

16 : 뷰 영역 기억부

17 : 통신부

18 : 화면 정보 처리부

19 : 이미지 압축부

20 : 뷰 영역 기억부

21 : 제어 정보 처리부

22 : 운영 체계

23 : 의사 드라이버

24 : 장치 드라이버

25 : VRAM

26 : 피조작 애플리케이션 기억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원격 위치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등과 같이 다수의 윈도우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구비한 정보 기기를 다

른 정보 기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시키는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셀룰러폰, 무선 LAN(Local Area Network)을 구비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과 같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소형 정보 단말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소형 정보 단말기에 구비되어

있는 표시 장치의 해상도가 향상되어, 미세한 이미지의 표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소형 정보 단말기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위치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등과 같은 기기에 접속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제품의 연구 및 개발이 진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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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네트워크를 통해 웹 브라우저 이용 가능한 셀룰러폰 및 PDA로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를 작동시키는 기술이, 예컨대 일본 IBM, [온라인], 보도 자료, [2004년 4월 12일 검색], 인터넷 <URL:http://

www.6.1bm.com/jp/domino05/ewm/NewsDB.nsf/2002/05271>, "Software for Realizing Remote Operations of

from Cellular Phone"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언어 이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 또는 전용 뷰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PC를

작동시키는 기술이, 예컨대 ATT, [온라인], [2004년 4월 12일 검색], 인터넷 <URL:http://www.uk.research.att.com/

archive/vnc/>, "Virtual Network Cc"에 개시되어 있다.

게다가, 셀룰러폰과 PC 사이에 중계 서버를 설치하고 중계 서버와 셀룰러폰 간에 원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

법을 이용함으로써 셀룰러폰으로 PC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원격 조작 시스템이, 예컨대 Masato Nakasu, [온라인],

University of Tsukuba, [2004년 4월 12일 검색], 인터넷 <URL:http://www.iplab.is.tsukuba.ac.jp/~baru/research/

keitai.html>, "Research of Computer Remote Operating System Using Cellular Phone"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현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네트워크 및 웹 브라우저를 통해 셀룰러폰 또는 PDA에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PC를 접속시키는 기술

의 경우, 전체 화면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로 변환되어, 피조작측 장치로서 기능하는 PC 등과 같은 정

보 기기로부터 조작측 장치로서 기능하는 셀룰러폰, PDA 등과 같은 정보 기기에 전송되기 때문에, 조작측 정보 기기를 작

동시키는 경우와 피조작측 정보 기기를 작동시키는 경우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 언어 이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 또는 전용 뷰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PC를 작동시키는

기술의 경우, 피조작측 정보 기기로서 기능하는 PC의 화면을 변경없이 조작측 정보 기기에 표시할 수 있지만, 조작측 정보

기기로서 기능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 기기로는 특정 운영 체계에서 작동하는 정보 기기로 제한되며, 따라서 셀룰러폰 및

일부 PDA는 이용 불가능하다.

게다가, 셀룰러폰과 PC 사이에 중계 서버를 설치하고 통신을 행하는 기술을 포함한 종래의 각종 원격 조작 기술의 경우,

소형 정보 단말기 등과 같은 조작측 정보 기기로부터 PC 등과 같은 피조작측 정보 기기로 이미지 정보를 이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조작측 정보 기기의 화면의 일부만을 조작측 정보 기기에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피조작측 정보 기기가 다수

의 윈도우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구비한 정보 기기인 경우에도, 조작측 정보 기기에의 화면 표시는 윈도우에 상관

없이 행해진다. 다른 윈도우를 참조하는 경우에도, 조작측 정보 기기에서는 표시 화면을 수직 및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명

령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정보 기기의 경우, 조작측 정보 기기의 표시 범위와 피조작측 정보 기기 상의 윈도우 간에 아무런 상

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반하는 윈도우 이동으로 인해 조작측 정보 기기의 조작이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소형

정보 기기에서는 표시 영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형의 조작측 정보 기기로 피조작측 정보 기기 상의 큰 윈도우를 참조할

때에는 그 윈도우의 일부만을 참조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들 문제에 더하여, 셀룰러폰 등과 같은 정보 기기의 경우에는, 마우스 등과 같이 PC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입력 장치를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버튼 또는 키의 수가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가 제한되고 표시부가 PC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 기기에 비해 작은 셀룰러폰 또는 PDA 등과 같은

정보 기기를 원격 조작하는 경우에는, 편의를 저하시키는 각종 요인이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따라서, 특정 정보 기기를 다른 정보 기기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을 제공하여, 원격 조작 시에 사용자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표시부가 PC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 기기에 비해 작은 조작측 정보 기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피조작측 정보 기기를 원격 조작할 수 있고, 피조작측 정보 기기의 화면을 조작측 정보 기기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을 제공하여, 원격 조작 시에 사용자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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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발명의 제1 형태에 따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은, 피조작측 표시부에 윈도우를 표시하

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피조작측 정보 기기와;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고, 상기 피

조작측 표시부보다 작은 조작측 표시부를 구비한 조작측 정보 기기를 포함하며,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는, 초기 상태로

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범위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는 경우에, 파라미터로서,

이미지의 범위를 표시할 때의 표시 우선 순위와, 할당 윈도우 및 상기 조작측 표시부와 관련된 뷰영역과 관련된 할당 윈도

우의 임의의 레퍼런스 위치로부터의 상대적인 영역 범위에 관한 뷰 정보를 기억하도록 구성된 뷰 영역 기억부와; 상기 뷰

정보에 따라 초기 상태로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화면 정보 처리부와; 상기 뷰 정

보를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와 함께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전송하고,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로부

터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

를 운영 체계에 제공함으로써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도록 구성된 제어 정보 처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조작측 정보 기

기는,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이미지와 상기 뷰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상기 뷰 정보를 기억하도록 구성된 뷰 영역 기억부와; 상기 뷰 영역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포함되는 다수의 표시 영역에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이

미지의 영역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화면 정보 처리부와; 입력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상기 통신부

에 제공하고,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를 제어하여 상기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된 제어 정보 처리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형태에 따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은 피조작측 표시부에 윈도우를 표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피조작측 정보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고,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보다 작은 조작측 표시부를 구비한

조작측 정보 기기를 포함하며,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는, 초기 상태로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범위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는 경우에, 파라미터로서, 이미지의 범위를 표시할 때의 표시 우선 순위와,

할당 윈도우 및 상기 조작측 표시부와 관련된 뷰영역과 관련된 할당 윈도우의 임의의 레퍼런스 위치로부터의 상대적인 영

역 범위에 관한 뷰 정보를 기억하도록 구성된 뷰 영역 기억부와; 상기 뷰 정보에 따라 초기 상태로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화면 정보 처리부와; 상기 뷰 정보를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와 함께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전송하고,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로부터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

성된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운영 체계에 제공함으로써 상기 애플리케이션

을 조작하도록 구성된 제어 정보 처리부를 포함한다.

게다가, 본 발명의 제3 형태에 따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은 피조작측 표시부에 윈도우를 표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피조작측 정보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에 접속 가능하고,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보다

작은 조작측 표시부를 구비한 조작측 정보 기기를 포함하며,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는, 초기 상태로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

에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범위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는 경우에, 파라미터로서, 이미지의 범위를 표시

할 때의 표시 우선 순위와, 할당 윈도우 및 상기 조작측 표시부와 관련된 뷰영역과 관련된 할당 윈도우의 임의의 레퍼런스

위치로부터의 상대적인 영역 범위에 관한 뷰 정보에 따라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서 생성되어 전송되는 이미지와, 상기

뷰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상기 뷰 정보를 기억하도록 구성된 뷰 영역 기억부와;

상기 뷰 영역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포함되

는 다수의 표시 영역에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이미지의 영역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화면 정보 처리부

와; 입력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상기 통신부에 제공하고,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를 제어하여 상기 정보를 전

송하도록 구성된 제어 정보 처리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에 의하면, 특정 정보 기기를 다른 정보 기기로 원격 조작할 수 있어, 원격 조작

시에 사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에 의하면, 표시부가 PC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 기기에 비해 작은 조작

측 정보 기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피조작측 정보 기기를 원격 조작할 수 있고, 피조작측 정보 기기의 화면을

조작측 정보 기기에 표시할 수 있어, 원격 조작 시에 사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의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상,

하, 좌, 우" 등과 같이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는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상태로 본 명세서에서 이용된다는 점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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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1)은 조작측 정보 기기의 일례로서 기능하는 셀룰러폰(2)과 피조작측 정보 기기의 일례로서

기능하는 퍼스널 컴퓨터(PC)(3)가 서로 네트워크의 일례로서 기능하는 인터넷(4)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구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4)은 셀룰러폰(2)에/으로부터 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기지국(5)에 접속되어 있다.

셀룰러폰(2)은 조작측 표시부(2a)를 구비하고, PC(3)는 피조작측 표시부(3a)를 구비한다. 일반적으로, 셀룰러폰(2)의 조

작측 표시부(2a)는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보다 작은데, 따라서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된 화면을 아

무런 변경없이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부에 표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주의할 점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는 인터넷(4)으로 한정되지 않고, 케이블 또는 무선 통신에 상관없이 LAN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채용하여도 좋다는 점이다. 또한, 조작측 정보 기기는 조작측 표시부(2a)가 소형이고 그 표시부가 셀룰러폰(2)

또는 PDA의 것과 같이 이동성을 갖춘 한은 고정 정보 기기이어도 좋다. 다시 말해서, 조작측 정보 기기는 조작측 정보 기

기가 피조작측 정보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한은 무선 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되어도 좋다. 또한, 셀룰

러폰(2) 및 PC(3)는 항상 인터넷(4)에 접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용시에만 인터넷(4)에 접속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

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1)의 상세한 구성도이다. 셀룰러폰(2)은 조작부(10), 제어 정보 처리부

(11), 통신부(12), 화면 정보 처리부(13), 조작측 표시부(2a), 이미지 발현부(14), 표시부 각도 검출부(15) 및 뷰 영역 기억

부(16)를 포함한다. 한편, PC(3)는 통신부(17), 화면 정보 처리부(18), 이미지 압축부(19), 뷰 영역 기억부(20), 제어 정보

처리부(21), 운영 체계(22), 의사 드라이버(23)를 구비한 장치 드라이버(24), VRAM(Video Random Access Memory)

(25) 및 피조작 애플리케이션 기억부(26)를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기지국(5)이 도 2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PC(3)의 통신부(17)는 화면 정보 처리부(18) 또는 제어 정보 처리부(21)로부터 수신한 각종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셀룰

러폰(2)에 전송하는 기능과, 셀룰러폰(2)으로부터 수신한 각종 정보를 화면 정보 처리부(18) 또는 제어 정보 처리부(21)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PC(3)의 뷰 영역 기억부(20)는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화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전에 초기 상태로서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하는 경우에 이미지의 범위와 이미지의 상대적인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를 기억한다. 이후, 셀룰러폰(2)에 표시되는 PC(3)의 화면 범위를 뷰 영역이라고 하고, 뷰 영역을 규정하는 정보를 뷰

정보하고 한다.

PC(3)의 VRAM(25)은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이미지 정보를 기록하는 메모리이다. 화면 정보 처리부

(18)는 뷰 영역 기억부(20)에 기억되어 있는 뷰 정보에 기초하여 장치 드라이버(24)의 의사 드라이버(23)를 통해 VRAM

(25)으로부터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화면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취득하는 기능과, 뷰 정보를 압축 이

미지 정보와 함께 통신부(17)를 통해 셀룰러폰(2)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PC(3)의 이미지 압축부(19)는 화면 정보 처리부(18)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정보를 압축하는 기능과, 압축 이미지 정보를

다시 화면 정보 처리부(18)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PC(3)의 제어 정보 처리부(21)는 조작 대상의 윈도우의 전환 정보에 기초하여 조작 대상의 윈도우의 표시 우선 순위를 설

정하는 기능과, 조작 대상의 윈도우의 전환 정보, 윈도우의 표시 우선 순위, 조작 대상의 뷰 영역의 선택 정보 등과 같은 정

보를 통신부(17)를 통해 셀룰러폰(2)으로부터 수신하여, 수신 정보를 운영 체계(22)에 제공함으로써 조작 대상의 윈도우

를 전환시키는 기능과, 애플리케이션 조작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통신부(17)를 통해 셀룰러폰(2)으로부터 수신한 애플리케

이션 조작 정보를 운영 체계(22)에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대안적으로, 셀룰러폰(2)으로부터 수신한 윈도우 전환 정보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셀룰러폰(2)에서 조작 대상이 되는 윈

도우가 PC(3)에서 조작 대상이 되는 윈도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어 정보 처리부(21)가 PC(3)에서 조작 대상이

되는 윈도우가 마찬가지로 셀룰러폰(2)에서 조작 대상이 되는 윈도우가 되도록 윈도우 전환 명령을 운영 체계에 제공하도

록 구성하여도 좋다.

PC(3)의 피조작 애플리케이션 기억부(26)는 PC(3)의 운영 체계에서 실행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기억하며,

피조작 애플리케이션 기억부(26)로부터 운영 체계로 판독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조작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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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셀룰러폰(2)의 통신부(12)는 화면 정보 처리부(13) 또는 제어 정보 처리부(11)로부터 수신한 각종 정보를 네트워크

를 통해 PC(3)에 전송하는 기능과, PC(3)로부터 수신한 각종 정보를 화면 정보 처리부(13) 또는 제어 정보 처리부(11)에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셀룰러폰(2)의 조작부(10)는 사용자의 작동에 기초하여 사용자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신하고, 이 정보를 제어 정보 처리부

(11)에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셀룰러폰(2)의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통신부(12)를 통해 PC(3)로부터 수신한 압축 이미지 정보를 압축 이미지 정보를

발현하도록 이미지 발현부(14)에 제공하는 기능과, 통신부(12)를 통해 PC(3)로부터 수신한 뷰 정보를 뷰 영역 기억부(16)

에 기록하는 기능과, 뷰 영역 기억부(16)에 기억되어 있는 뷰 정보에 기초하여 예정의 표시 형식으로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조작측 표시부(2a)에 발현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능과, 뷰 영역 기억부(16)에 기억되어 있는 뷰 정보가 갱신된 경우에 그 뷰

정보를 전송하도록 통신부(12)에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조작측 표시부(2a)는 화면 정보 처리부(13)로부터 수신한 이미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미지 발현부(14)는 화면 정

보 처리부(13)로부터 압축 이미지 정보를 수신하여, 발현 처리를 행한 후에, 발현 이미지 정보를 다시 화면 정보 처리부

(13)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다. 뷰 영역 기억부(16)는 통신부(12)를 통해 PC(3)로부터 수신한 뷰 정보를 기억한다. 셀룰

러폰(2)의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조작부(10)로부터 수신한 조작 대상의 윈도우의 전환 정보에 기초하여 조작 대상의 윈

도우의 표시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기능과, 통신부(12)를 통해 PC(3)에/로부터 조작 대상의 윈도우의 전환 정보 또는 윈도

우의 표시 우선 순위와 같은 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조작부(10)로부터 수신한 조작측 표시부(2a)의 표시 형식 변경 명령과 같이 셀룰러폰(2) 자

체의 각종 조작에 관한 조작 정보를 수신하고 그 조작 정보를 화면 정보 처리부(13)에 제공하는 기능과, 뷰 영역 기억부

(16)에 기억되어 있는 뷰 정보를 편집하는 기능과, 조작부(10)로부터 수신한 애플리케이션의 조작 정보를 PC(3)에 전송하

도록 통신부(12)에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셀룰러폰(2)의 표시부 각도 검출부(15)는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가 회전 기능과 같이 자신의 방향을 변경하는

기능과, 자신의 방향 변경을 검출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에 구비되어, 이러한 효과를 화면 정보 처리부(13)에 제공한다.

다음에,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1)의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뷰 정보가 생성되어 사전에 PC(3)의 뷰 영역 기억부(20)

에 기억된다. 도 3은 도 1에 도시한 PC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임의의 수의 윈도우가 표시된다. 예컨대, 3개의 윈도우 W1,

W2, W3이 표시되고, 각각의 윈도우 W1, W2, W3에는 텍스트, 형상, 심볼 등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각각의 윈도우

W1, W2, W3 부분과 다른 부분에는 배경이 표시되어 있다. 이어서, 각각의 윈도우 W1, W2, W3에 대응하는 각종 애플리

케이션 AP1, AP2, AP3이 각각의 윈도우 W1, W2, W3을 통해 피조작 애플리케이션 기억부(26)로부터 운영 체계(22)에

판독 실행되고, 이 때 피조작측 표시부(3a)의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가 VRAM(25)에 일시 기억된다.

각각의 윈도우 W1, W2, W3 상의 이미지는 임의의 수의 페인(pain)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윈도우 W3에는 3개의 페인

P1, P2, P3으로 구성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다. 페인 P1, P3은 예컨대 이메일 리스트 정보 도는 메일 본문 텍스트와 같은

작은 텍스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페인 P2는 예컨대 도형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뷰 영역은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화면의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

되는 범위로 설정된다. 이 뷰 영역은 다수의 파라미터를 갖는 뷰 정보에 의해 규정된다.

도 4는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PC(3)의 화면 범위로서 기능하는 뷰 영역을 규정하는

뷰 정보의 일례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한 뷰 정보에 의해 규정되는 뷰 영역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뷰 정보는 다수의 파라미터로 구성되며, 하나의 뷰 영역은 어느 한 윈도우와 관련된다. 따라서,

하나의 뷰 영역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다. 뷰 정보는 파라미터로서, 적어도 관련 윈도우(할당 윈도우)와, 할당 윈

도우와 관련된 임의의 레퍼런스 위치로부터의 상대적인 뷰 영역의 영역 범위 정보와,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뷰 영역을 표시할 때의 표시 우선 순위를 갖는다. 이러한 각 파라미터를 갖는 뷰 정보는 편의상 식별 정보인 식별 번호와

함께 첨부된다.

등록특허 10-0624523

- 7 -



뷰 정보 중, 뷰 영역의 영역 범위 정보는 필요한 수의 서브파라미터, 예컨대 4개의 서브파라미터(x, y, w, h)에 의해 규정

된다. 서브파라미터 x는 할당 윈도우와 관련된 임의의 레퍼런스 위치, 예컨대 도 5에서 할당 윈도우의 좌측 에지에서부터

뷰 영역의 좌측 에지까지의 PC(3)의 거리를 나타내고, 서브파라미터 y는 할당 윈도우의 상측 에지에서부터 뷰 영역의 상

측 에지까지의 PC(3)의 거리를 나타낸다. 또한, 서브파라미터 w, h는 각각 도 5에서 뷰 영역의 폭 및 높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할당 윈도우와 관련된 레퍼런스 위치는 점, 선 또는 할당 윈도우의 외부에 있어도 좋다. 또한, 영역 범위 정보는 극

좌표 등과 같은 임의의 좌표계에 의해 규정되어도 좋다. 게다가, 뷰 영역이 뷰 영역의 윈도우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규정

하는 레퍼런스 위치뿐만 아니라 할당 윈도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상관없이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의 범위 내에 포

함되는 한은 뷰 영역을 임의로 설정하여도 좋다.

도 5에 있어서, 파선은 뷰 정보에 의해 규정되는 뷰 영역을 나타낸다. 예컨대, 도 4 및 도 5에서, 5개의 뷰 영역 V1, V2,

V3, V4, V5가 3개의 윈도우 W1, W2, W3에 대한 뷰 정보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식별 번호가 할당되어 있다. 도 4로부

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뷰 영역 V1의 할당 윈도우는 윈도우 W1이며, 뷰 영역 V1의 영역 범위는 좌측 에지가 윈도우 V1

의 좌측 에지로부터 50(임의의 상대 단위)에 위치하고, 상측 에지가 윈도우 V1의 상측 에지로부터 0에 위치하며, 폭과 높

이가 75이다. 게다가, 뷰 영역 V1의 표시 우선 순위는 4위이다.

또한, 할당 윈도우가 윈도우 W3인 뷰 영역은 3개의 뷰 영역 V3, V4, V5이다. 각각의 뷰 영역 V3, V4, V5의 표시 범위는

각각 (x, y, w, h) = (5, 5, 50, 50), (60, 125, 50, 50), (0, 0, 200, 200)이며, 각각의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는 각각 1

위, 2위, 3위이다. 따라서, 윈도우 W3에 속한 뷰 영역 V3이 도 5에 포그라운드(foreground)로 표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뷰 영역 V3, V4, V5가 하나의 윈도우 W3에 대해 규정될 수도 있다. 이 때, 공통 윈도우 W3은

할당 윈도우로서 취해져, 뷰 영역 V3, V4, V5의 표시 우선 순위가 연속하여 배열되도록 1위, 2위, 3위로 설정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뷰 영역은 뷰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의 윈도우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되며,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

응하는 표시 영역으로서 규정된다. 뷰 정보는 뷰 영역 기억부(20)에 기억된다. 이 뷰 정보의 생성 및 저장은 셀룰러폰(2)으

로 행해져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PC(3)의 원격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도 6은 도 1에 도시한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1)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셀룰러폰(2)으로 PC(3)를 작동시킬 때

의 흐름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먼저, S1에서, 뷰 정보에 기초하여 뷰 영역 기억부(20)에 기억되어 있는 뷰 정보와 함께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

에 표시되는 이미지 정보가 PC(3)로부터 셀룰러폰(2)에 전송된다. 이와 같이 이미지 정보가 PC(3)로부터 셀룰러폰(2)에

전송되는 타이밍은 PC(3)가 부팅될 때 또는 PC(3)가 셀룰러폰(2)으로부터 이미지 정보 전송 요청을 수신할 때 자동적으

로 전송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화면 정보 처리부(18)가 의사 드라이버(23)를 통해 VRAM(25)으로부터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

(3a)에 표시되는 이미지 정보를 취득한다. 또한, 화면 정보 처리부(18)는 취득한 이미지 정보를 이미지 압축부(19)에 제공

하며, 이미지 압축부(19)에서 압축된 이미지 정보가 다시 화면 정보 처리부(18)에 공급된다.

다음에, 화면 정보 처리부(18)는 압축 이미지 정보뿐만 아니라 뷰 영역 기억부(20)로부터 판독한 뷰 정보를 통신부(17)에

제공하고, 통신부(17)는 압축 이미지 정보와 뷰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셀룰러폰(2)에 전송한다.

이어서, 셀룰러폰(2)의 통신부(12)는 압축 이미지 정보와 뷰 정보를 수신한다. 압축 이미지 정보는 셀룰러폰(2)의 화면 정

보 처리부(13)에 제공된다.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압축 이미지 정보를 화면 발현부(14)에 제공하고, 화면 발현부(14)는

압축 이미지 정보를 발현시켜, 발현 이미지 정보를 다시 화면 정보 처리부(13)에 공급한다. 한편, 뷰 정보는 화면 정보 처리

부(13)를 통해 뷰 영역 기억부(16)에 기록 기억된다.

다음에, S2에서,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뷰 영역 기억부(16)로부터 판독한 뷰 정보를 참조하여 각각의 뷰 영역에 대응하

는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 이미지 정보를 이 정보를 표시하도록 조작측 표시부(2a)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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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C(3)로부터 셀룰러폰(2)에 전송되는 이미지 정보는 적어도 셀룰러폰(2)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뷰 영역에 대응하

는 이미지 정보를 포함하고, 표시 우선 순위가 낮아 표시되지 않는 뷰 영역의 이미지 정보 또는 필요에 따라 뷰 영역 외부

의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다. 반대로,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전체 이미지 정보가 PC(3)로부터 셀룰러폰

(2)에 전송되는 이미지 정보로서 취해질 수도 있다.

도 7은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조작측 표시부(2a)

는 다수의 표시 영역을 포함한다. 예컨대, 조작측 표시부(2a)는 하나의 주 표시 영역(MD)과, 3개의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을 포함한다. 주 표시 영역(MD)과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에는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부, 즉 뷰 정보에 의해 규정되는 뷰 영역의 일부가 표시된다.

주 표시 영역(MD)과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에 표시되는 내용은 뷰 정보의 파라미터로서 규정되는 표시 우선 순위

에 의해 판정된다. 예컨대, 표시 우선 순위가 1위로서 판정된 뷰 영역의 이미지는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되고, 표시 우

선 순위가 2위, 3위, 4위로서 판정된 뷰 영역의 이미지는 각각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에 표시된다.

도 7은 도 4 및 도 5에서 규정된 뷰 정보에 따라 조작측 표시부(2a)에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일부가 표시된 일례를 도시

한다. 예컨대, 표시 우선 순위가 1위인 뷰 영역 V3의 일부는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뷰 영역 V4의 일부, 뷰 영역 V5의 일부, 그리고 뷰 영역 V2의 일부가 각각의 표시 우선 순위에 따라 각각 표

시 영역 SD1, SD2, SD3에 표시된다. 뷰 영역 V1은 표시 우선 순위가 5위이므로,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

시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전술한 표시 영역(주 표시 영역(MD)과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이 사전에 셀룰러폰(2)

에 설정되어 있고, 윈도우와 달리 고정 영역이다는 점이다. 대안적으로,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전체 화면으로서

뷰 영역을 취할 수도 있다.

도 8은 도 1에 도시한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전체 화면으로서 어느 한 뷰 영역을 취한 경우에 셀룰러

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PC(3)의 피조작측 표

시부(3a)의 전체 화면을 표시하는 전체 화면 뷰라고 하는 뷰 영역으로서 어느 한 뷰 영역을 취할 수도 있다. 더 구체적으로

는, 각각의 윈도우(W1, W2, W3)를 포함하는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전체 화면이 배경과 함께 부 표시 영역 SD2

에 표시된다. 이러한 전체 화면 뷰를 규정함으로써,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전체 화면의 윈도우 배치를 쉽게 인식

할 수 있다.

전체 화면 뷰의 할당 윈도우는 모든 윈도우로서 규정될 수 있고, 또는 어떠한 윈도우와도 관련없이 규정될 수도 있다. 대안

적으로, 전체 화면 뷰와 다른 일반적인 뷰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 뷰의 할당 윈도우는 하나의 윈도우와 관련될 수

있고, 뷰 영역의 영역 범위가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전체 화면과 같은 영역 범위가 되도록 규정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이미지는 분할되어, 각각의 뷰 영역의 이미지로서 셀룰러폰

(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며, 따라서, 사용자는 화면의 스크롤 또는 위치 이동과 같은 조작수를 줄일 수 있고, PC

(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다음에, S3에서, 예컨대, 조작 대상의 윈도우(애플리케이션)가 선택된다. 이후, 현재 조작 대상의 윈도우를 활성 윈도우라

고 하고,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인 뷰 영역을 활성 뷰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활성 윈도우는 일반적으로 PC(3)의 피조

작측 표시부(3a)에서 포그라운드로 표시되고, 활성 뷰 영역은 예컨대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서 주 표시 영역

(MD)에 표시된다. 따라서, 다수의 뷰 영역이 존재하고, 각각의 뷰 영역의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인 경우에, 부 표시 영

역(SD1, SD2, SD3)에 표시되는 이미지들의 일부 또는 전부는 활성 뷰 영역이 된다.

셀룰러폰(2)의 조작부(10)를 조작하여 활성 윈도우를 전환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활성 윈도우를 전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조작부(10)로부터 제어 정보 처리부(11)에 활성 윈도우 전환 정보를 입력한다. 예컨대, 활성 윈도우 전환 정보는

뷰 영역의 식별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을 선택함으로써 조작부(10)로부터 제어 정보 처리

부(11)에 입력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PC(3)의 Alt 키 + TAB 키를 조작하면 활성 윈도우 전환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셀

룰러폰(2)의 조작부(10)로부터 제어 정보 처리부(11)에 입력될 수도 있다.

다음에, S4에서,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활성 윈도우 전환 정보를 수신하면 뷰 영역 기억부(16)로부터 뷰 정보를 취득한

다. 표시 우선 순위가 1위인 뷰 영역의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가 되는 윈도우가 아닌 경우에,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를 변경하기 위한 처리를 실행하고 뷰 영역 기억부(16)의 뷰 정보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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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활성 윈도우를 변경하는 경우에 도 4에 도시한 뷰 정보의 표시 우선 순위를 갱신함으로써 산출된 새로운 뷰 정보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활성 윈도우가 변경될 때마다,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

가 갱신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윈도우 W2는 표시 우선 순위(1)에서 활성 윈도우이고 표시 우선 순위가 1위이며, 따라서,

할당 윈도우가 윈도우 W2인 뷰 영역 V2가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된다.

이 상태로부터, 부 표시 영역 SD1에 표시되는 뷰 영역 V3이 조작 대상의 활성 뷰 영역이 되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표시

우선 순위(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 우선 순위가 변경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뷰 영역 V3의 표시 우선 순위가 1위가 되

고, 뷰 영역 V3의 할당 윈도우로서 기능하는 윈도우 W3에 속한 다른 뷰 영역 V4, V5의 표시 우선 순위는 뷰 영역 V3의

표시 우선 순위의 변경에 따라 높아진다.

또한, 이 상태로부터, 부 표시 영역 SD1에 표시되는 뷰 영역 V4가 조작 대상의 활성 뷰 영역이 되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표시 우선 순위(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 우선 순위가 변경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활성 윈도우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W3에 속한 뷰 영역 V3, V5의 표시 우선 순위는 더 높은 우선 순위로 설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통 윈도우에서 개별적인 영역으로서 규정되는 다수의 뷰 영역 V3, V4, V5의 표시 우선 순위가 동시

에 변경됨으로써, 즉 다음과 같이 서로 변경됨으로써, 셀룰러폰(2)에서 조작 대상이 되는 윈도우의 다수의 영역이 동시에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될 수 있다.

도 10은 활성 윈도우의 변경에 따라 도 4에 도시한 뷰 정보에서 윈도우의 표시 우선 순위를 설정할 때의 정보 처리 절차의

일례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예컨대 조작부(10)로부터 활성 윈도우 전환 정보를 수신하면 도 10에 도시한 알고리즘에 따라 새

로운 윈도우의 표시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활성 윈도우 전환 정보를 수신하면 표시 우선 순위 순

으로 뷰 정보를 참조하여, 활성 뷰 영역으로서 지정된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를 1위로 설정하고, 활성 뷰 영역으로서 지

정된 뷰 영역과 동일한 윈도우에 속한 뷰 영역을 더 높은 표시 우선 순위로 설정하며, 다른 뷰 영역을 더 낮은 표시 우선 순

위로 설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뷰 영역들이 동일한 윈도우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윈도우가 서로 관련되고, 어떤 윈도우의 할당 윈

도우가 활성 윈도우가 되는 경우에 할당 윈도우가 관련된 다른 윈도우인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가 더 높은 우선 순위로

설정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시에 다수의 윈도우를 참조 및 조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은 조작 단계로 각각의 윈도우의 뷰 영역을 각각

주 표시 영역 또는 부 표시 영역에 표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 할당 윈도우와 관련된 윈도우의 특정 정보가 파

라미터로서 뷰 정보에 추가되고, 제어 정보 처리부(11)가 표시 우선 순위를 설정할 때 그 특정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다음에, S5에서, 뷰 영역의 새로운 표시 우선 순위가 셀룰러폰(2)으로부터 PC(3)에 전송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셀룰러폰

(2)의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뷰 영역의 새로운 표시 우선 순위를 셀룰러폰(2)의 통신부(12)에 제공하고, 통신부(12)는

뷰 영역의 새로운 표시 우선 순위를 네트워크를 통해 PC(3)의 통신부(17)에 전송한다.

다음에, S6에서, PC(3)의 통신부(17)는 뷰 영역의 새로운 표시 우선 순위를 PC(3)의 제어 정보 처리부(21)에 제공한다.

제어 정보 처리부(21)는 뷰 영역의 새로운 표시 우선 순위에 기초하여 뷰 영역 기억부(20)의 뷰 정보를 갱신하고, 윈도우

표시 우선 순위 정보를 PC(3)측에서 활성 윈도우를 변경하도록 운영 체계(22)에 제공한다.

다음에, S7에서, PC(3)의 화면 정보 처리부(18)는 의사 드라이버(23)를 통해 VRAM(25)으로부터 PC(3)의 피조작측 표시

부(3a)에 활성 윈도우 변경 후에 표시되는 이미지 정보를 취득한다. 화면 정보 처리부(18)는 취득 이미지 정보를 활성 윈도

우 변경 후에 압축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도록 이미지 압축부(19)에 제공한다.

다음에, S8에서, 활성 윈도우 변경 후의 압축 이미지가 PC(3)의 화면 정보 처리부(18)로부터 PC(3)의 통신부(17)와 셀룰

러폰(2)의 통신부(12)를 통해 셀룰러폰(2)의 화면 정보 처리부(13)에 전송된다.

다음에, S9에서, 셀룰러폰(2)의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활성 윈도우 변경 후의 압축 이미지를 발현 처리를 실행하도록 이

미지 발현부(14)에 제공하고, 활성 윈도우 변경 후에 얻은 이미지가 뷰 영역 기억부(16)에 기억되어 있는 뷰 영역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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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에 따라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된다. 다시 말해서,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갱신 후에 뷰 영역 기억부(16)로부

터 판독한 새로운 뷰 정보를 참조하고, 표시 우선 순위가 1위인 뷰 영역에 대응하는 이미지 정보를 주 표시 영역(MD)에 표

시하도록 조작측 표시부(2a)에 제공한다.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활성 윈도우가 선택되면,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인 뷰 영역이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되고,

마찬가지로 부 표시 영역에도 표시된다는 점이다. 활성 윈도우에 속하는 조작 대상의 뷰 영역이 선택되는 경우에는, 활성

윈도우의 전환은 행해지지 않고, 표시 영역이 부 표시 영역에서 주 표시 영역(MD)으로 변경된다.

PC(3)측에서의 조작에 의해 활성 윈도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PC(3)측의 제어 정보 처리부(21)가 표시 우선 순위의 재설

정 처리를 행하고, 뷰 영역의 새로운 표시 우선 순위가 PC(3)의 통신부(17)와 셀룰러폰(2)의 통신부(12)를 통해 제어 정보

처리부(11)에 전송된다. 이어서,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활성 뷰 영역이 변경된다. 다시 말해서, PC

(3)와 셀룰러폰(2) 간에 서로 활성 윈도우가 동기화되고, 필요에 따라 양자 간에 다른 조작 정보도 동기화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작 대상의 활성 윈도우와 활성 뷰 영역이 선택되면, 사용자는 셀룰러폰(2)의 조작부(10)로 PC(3)에서

윈도우를 통해 활성화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원격 조작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의 표

시 형식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각종 조작은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원격 조작하기 전에 행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셀룰러폰(2)와 같은 소형 정보 기기는 PC(3)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 기기와 달리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포함하지 않고, 또한 버튼수를 제한한다. 따라서, 셀룰러폰(2)와 같이 조작부(10)에서 버튼수가 제한되더라도, 셀룰러폰

(2)의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PC(3)의 키보드, 마우스 등과 같은 입력 장치와 동일한 정보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도 11은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2)의 조작부(10)의 버튼 배치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셀룰러폰(2)은 조작측 표시부

(2a)뿐만 아니라 조작부(10)를 포함한다. 조작부(10)는 방향 지시 키로서 기능하는 상/하/좌/우 버튼(10a)과, 역할 변경 키

로서 기능하는 기능 버튼(10b)과, 숫자 버튼(10c)을 포함한다. 또한, 조작측 표시부(2a)는 주 표시 영역(MD)과 부 표시 영

역(SD1, SD2, SD3)을 포함하며, 조작 대상의 주 표시 영역(MD)에 커서(30)가 표시된다. 이미지 정보 및 PC(3)의 조작 정

보와 같은 각종 정보는 안테나부(31)를 통해 전파에 의해 기지국(5)에 대해 송수신된다.

주 표시 영역(MD)에서는 조작부(10)의 숫자 버튼(10c)을 이용한 텍스트 입력 및 애플리케이션의 작동뿐만 아니라, 커서

(30)의 이동, PC(3)의 윈도우에서의 상/하 스크롤 바 및 좌/우 스크롤 바의 이동,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

되는 뷰 영역의 이동(스크롤링),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뷰 영역의 줌 변경과 같은 조작이 행해질 수

있다.

이들 조작 중, 커서(30)의 이동, PC(3)의 윈도우에서의 상/하 스크롤 바 및 좌/우 스크롤 바의 이동,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뷰 영역의 이동,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의 수직 및 수평 방향의 조작에 관한 것은 필수

적이다. 뷰 영역의 줌 변경 및 일차원 값의 변경에 관한 것도 필수적이다.

PC(3)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 기기의 경우, 마우스 또는 트랙 볼과 같은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술한 조작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조작부(10)가 셀룰러폰(2)과 같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조작부(10)가 몇몇 버

튼을 이용하여 동등한 기능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직 및 수평 방향의 조작은 상/하/좌/우 버튼(10a) 또는 조그

다이얼에 할당되고, 커서(30)의 이동, 스크롤 바의 이동 및 뷰 영역의 이동과 같은 각각의 이동 조작은 기능 버튼(10b)(상/

하/좌/우 버튼(10a) 기능의 변경)을 이용하여 모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도 좋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상/하/좌/우 버

튼(10a)의 기능 전환에 의해 몇몇 버튼 조작으로 커서의 이동 및 PC(3)의 스크롤 바의 이동과 같은 조작을 실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C(3)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조작은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되는 뷰 영역에서 행해지나, 주 표시 영

역(MD)에 표시되는 뷰 영역의 전환 및 원격 조작의 종료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조작과는 다른 조작도 행해질 수 있다. 따라

서, 애플리케이션의 조작을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모드와 애플리케이션과는 다른 조작을 실행하는 제어 모드 간의

전환을 행하는 기능 전환 기능이 기능 버튼(10b)에 할당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기능 버튼(10b)에 의한 기능 전환에 의

해 몇몇 버튼 조작으로 PC(3)의 조작과 같은 조작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표시 형식이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설정되어 표시 모드로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도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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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타이틀 바가 표시되는 화면의 표시 형식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는 하나의 주 표시 영역(MD)과 3개의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을 포함한다. 여기서, 타이틀 바(TB1, TB2, TB3)는 각각의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에 추가되어 있다.

타이틀 바(TB1, TB2, TB3)는 각각의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에 표시되는 각각의 뷰 영역이 각각의 뷰 영역의 색

을 변경시킴으로써 활성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설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조작 대상의 활성 윈도우 및

활성 뷰 영역을 명확하게 확인 및 판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타이틀 바(TB1, TB2, TB3)는 조작측 표시부(2a)의 각각의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에 표시되

는 각각의 이미지에 대응하는 뷰 영역의 할당 윈도우가 조작 대상의 활성 윈도우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 표시의 일례

로서 기능한다.

도 12에 도시한 일례에서, 타이틀 바(TB1, TB2, TB3)는 뷰 영역이 활성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 표시로서 이용되지

만, 각각의 부 표시 영역의 경계의 색과 같이 각각의 부 표시 영역이 활성인지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한은 어떠한 표시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활성 윈도우에 대응하는 주 표시 영역에 타이틀 바를 추가하고, 부 표시 영역과 동일한 색을

추가하여, 주 표시 영역과 부 표시 영역이 동일한 윈도우에 대응하는지의 여부를 직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여도 좋

다.

또한, 타이틀 바(TB1, TB2, TB3)를 각각의 대응하는 윈도우마다 상이한 색을 갖도록 설정하여, 다수의 주 표시 영역과

부 표시 영역 중 어떤 표시 영역의 어떤 뷰 영역이 어떤 윈도우에 대응하는지를 직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타이틀 바(TB1, TB2, TB3)의 색 제어는 화면 정보 처리부(13)가 뷰 영역 기억부(16)로부터 뷰 정보를 취득하고, 각각의

부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뷰 영역의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인지의 여부, 즉 뷰 정보의 표시 우선 순위가 1위인지의 여

부를 판정하여, 그 판정 결과에 따라 타이틀 바(TB1, TB2, TB3)의 색 정보를 조작측 표시부(2a)에 제공하도록 행해진다.

도 13a1 내지 도 13b2는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스크롤 바가 표시되는 화면의 표시 형식을 도

시하는 도면이고, 도 14는 도 13a1 내지 도 13b2에 도시한 스크롤 바의 채색에 이용되는 색의 일례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15는 도 14에 도시한 스크롤 바의 채색에 이용되는 색의 설정 레퍼런스의 일례를 보여주는 테이블

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3a1 내지 도 13b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스크롤 바를 표시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도 13a1 및 도 13b1은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례를 도시하

고, 도 13a2 및 도 13b2는 그 때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13a1 및 도 13b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떤 윈도우 영역이 활성 뷰 영역으로서 설정되고, 다른 영역이 비활성 뷰 영역

으로서 설정되는 경우에는, 도 13a2 및 도 13b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뷰 영역들 중 표시 우선 순위가 높은 뷰 영역

이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주 표시 영역

(MD)과 다수의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이 제공되고, 표시 우선 순위가 1위인 활성 뷰 영역의 일부가 주 표시 영역

(MD)에 표시되며, 표시 우선 순위가 2위, 3위, 4위인 각각의 뷰 영역의 일부가 부 표시 영역(SD1, SD2, SD3)에 표시된다.

또한, 주 표시 영역(MD)에는 스크롤 바(상/하 스크롤 바(SB1) 및 좌/우 스크롤 바(SB2))가 제공된다. 이들 스크롤 바는 그

들의 색으로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되는 뷰 영역 및 활성 윈도우의 표시 상태를 나타내도록 다수의 색으로 채색된다.

스크롤 바의 채색에 이용되는 색에는 예컨대 4개의 색, 즉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색 1(C1), 색 2(C2), 색 3(C3) 및 색

4(C4)가 있고, 색 1, 색 2, 색 3 및 색 4에는 각각 백색, 청색, 적색 및 자색이 할당되어 있다. 스크롤 바의 각각의 색 1 내지

4는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설정 레퍼런스에 따라 각각 뷰 영역 및 활성 윈도우의 표시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더 구체

적으로는, 예컨대, 스크롤 바 색이 색 1인 경우에는, 활성 윈도우 외부의 영역이고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주 표시 영역

(MD)에 표시되지 않는 범위임을 나타내고, 색 2인 경우에는, 활성 윈도우 내부의 영역이나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되지

않는 범위임을 나타내며, 색 3인 경우에는, 활성 윈도우 외부의 영역이고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주 표시 영역(MD)에 표

시되는 범위임을 나타내고, 색 4인 경우에는, 활성 윈도우 내부의 영역이고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되는 범위임을 나타

낸다.

따라서, 도 13a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인 뷰 영역이 활성 윈도우 내부가 되도록 설정되는 경우에

는, 활성 윈도우 내부의 뷰 영역이 부 표시 영역(MD)에 표시되고, 스크롤 바의 색이 색 1, 색 2 및 색 4로 채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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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13b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인 뷰 영역이 활성 윈도우 외부가 되도록 설정되는 경우에

는, 활성 윈도우의 일부를 구성하는 뷰 영역과 활성 윈도우 외부의 영역이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되고, 스크롤 바의 색

이 색 1, 색 2, 색 3 및 색 4로 채색된다.

즉, 스크롤 바는 피조작측 표시부(3a)와 활성 윈도우와 조작측 표시부(2a)의 주 표시 영역(MD) 간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

를 나타내는 위치 표시로서 기능한다.

스크롤 바의 색을 제어함에 있어서, PC(3)의 화면 정보 처리부(18)는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전체 크기와 활성

윈도우의 위치 및 크기에 관한 정보를 이미지 정보 전송 시와 마찬가지로 통신부(17)를 통해 셀룰러폰(2)의 화면 정보 처

리부(13)에 전송한다. 셀룰러폰(2)의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PC(3)의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전체 크기와 활성 윈도우의

위치 및 크기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스크롤 바의 색을 판정하고, 스크롤 바의 색을 표시하도록 조작측 표시부(2a)에 제

공한다.

주의할 점은 스크롤 바의 색은 어떠한 색으로 규정하여도 좋으나, 색 4, 색 2 및 색 3의 고정 색으로 색을 규정하는 것이 사

용자로 하여금 뷰 영역과 활성 윈도우 간의 위치 관계를 쉽게 인식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현재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범위가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전체 화면 및 활성 윈도우에 대해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갖는지를 스크롤 바의 색 표시로 한 눈에 판정할 수 있다.

도 16a 및 도 16b는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의 표시 형식이 조작측 표시부(2a)의 각도에 따라 전

환되는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6a는 사용자가 조작측 표시부(2a)를 셀룰러폰의 메인 유닛(2b)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지향시키는 경우에 조작측 표시

부(2a)에 표시되는 화면의 표시 형식을 도시하고, 도 16b는 사용자가 조작측 표시부(2a)를 셀룰러폰의 메인 유닛(2b)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지향시키는 경우에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화면의 표시 형식을 도시한다.

도 1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조작측 표시부(2a)를 셀룰러폰의 메인 유닛(2b)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지향시키는

경우에는, 조작측 표시부(2a)의 화면이 주 표시 영역(MD)과 부 표시 영역(SD)으로 분할된다. 주 표시 영역(MD)에는 도 8

과 동일한 전체 화면을 표시하는 전체 화면 뷰가 표시되고, 부 표시 영역(SD)에는 표시 우선 순위가 1위인 뷰 영역이 표시

된다.

한편, 도 1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셀룰러폰(2)이 조작측 표시부(2a)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조작측 표

시부(2a)를 셀룰러폰의 메인 유닛(2b)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지향시킬 수 있다(조작측 표시부(2a)를 90도 회전시킬 수 있

다). 사용자가 조작측 표시부(2a)를 셀룰러폰의 메인 유닛(2b)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지향시키는 경우에, 표시부 각도 검

출부(15)는 조작측 표시부(2a)가 셀룰러폰의 메인 유닛(2b)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검출하고, 이 검출 결

과를 표시부 각도 정보로서 화면 정보 처리부(13)에 제공한다.

화면 정보 처리부(13)가 표시부 각도 검출부(15)로부터 조작측 표시부(2a)가 셀룰러폰의 메인 유닛(2b)에 대해 수평 방향

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시부 각도 정보를 수신하면,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표시 형식을 전환시키고, 이미지 정

보를 생성하여, 이미지 정보를 표시하도록 조작측 표시부(2a)에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예컨대, 도 16b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조작측 표시부(2a)의 방향이 수평 방향인 동안에는 전체 화면 뷰만이 주 표시 영역(MD)에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조작측 표시부(2a)가 셀룰러폰의 메인 유닛(2b)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조작측 표

시부(2a)가 수직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부 각도 검출부(15)는 조작측 표시부(2a)가 셀룰러폰의 메인 유닛

(2b)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검출하고, 이 검출 결과를 표시부 각도 정보로서 화면 정보 처리부(13)에 제

공한다. 이 표시부 각도 정보를 수신한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표시 형식을 전환시키고,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여, 이미지

정보를 도 1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분할된 주 표시 영역(MD) 및 부 표시 영역(SD)에 표시하도록 조작측 표시부(2a)에 제

공한다.

이와 같이, 조작측 표시부(2a)의 방향에 따라 수직 분할 표시 모드와 수평 비분할 표시 모드 간에 자동적으로 전환되어 표

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더 정확한 조작을 행하는 경우에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의 화면을 최대로 이용

할수 있다. 또한, 조작측 표시부(2a)를 회전시킴으로써 전체 화면 뷰로 자동적으로 전환시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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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조작측 표시부(2a)를 각종 표시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각종 모드 변경을 위한 하나의 수

단으로서 셀룰러폰(2)의 기능 버튼(10b)을 이용하여 원터치 제어로 표시 모드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표시 형식에 더하여, 현재의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가 아닌 뷰 영역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부 표시 영역에 있어서, 활성

윈도우가 변경되더라도 이미지 표시가 변경되지 않도록, 즉 마지막으로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였던 때의 이미지 표시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다시 말해서, 어떤 뷰 영역의 할당 윈도우를 활성 윈도우로 변경하도록 이미지를 갱신한 후에, 활성 윈도우를 다른 윈도우

로 변경하면, 할당 윈도우가 새로운 활성 윈도우인 뷰 영역의 이미지가 포그라운드로 표시되고, 이전에 편집된 뷰 영역의

이미지는 할당 윈도우가 새로운 활성 윈도우인 뷰 영역의 이미지 뒤에 숨게 되며, 따라서, 사용자는 이전에 편집된 뷰 영역

의 이미지를 오버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경없이 마지막으로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였던 뷰 영역의 이미지를 계속 표시함으로써, 그 이미

지가 활성 윈도우가 다른 윈도우로 변경되더라도 항상 포그라운드로 표시되고, 사용자가 조작측 표시부(2a) 상의 이미지

를 참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그러한 조작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화면 정보 처리부(13)가

뷰 영역 기억부(16)에 기억되어 있는 뷰 정보와, 할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가 아닌 부 표시 영역에 표시된 뷰 영역을 참조

하는 경우에, 화면 정보 처리부(13)는 부 표시 영역에 표시된 이미지의 갱신을 방지한다.

이제, 다수의 뷰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표시 우선 순위가 낮은 뷰 영역은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표시 우선 순위가 매우 낮은 뷰 영역을 표시 우선 순위를 높임으로써 주 표시 영

역 또는 부 표시 영역에 표시하기를 원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수동으로 셀룰러폰(2)의 버튼을 눌러 뷰 영역의 표시 우

선 순위를 편집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셀룰러폰(2)의 버튼은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를 편집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할

당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가 아닌 뷰 영역을 참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활성 윈도우를 변경시키지 않고 부 표시

영역에 타겟 윈도우에 속하는 뷰 영역을 표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그러한 기능이 제어 정보 처리부(11)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도 17은 도 1에 도시한 셀룰러폰(2)의 조작부(10)의 기능 버튼(10b)에 기능을 할당하는 일례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도시하

는 도면이다.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컨대, 기능 버튼 FB1을 누르면, 상/하/좌/우 버튼(10a)의 기능 변경이라고 하는

모드 변경이 행해진다. 기능 버튼 FB2를 누르면, 제어 모드를 애플리케이션 조작 모드로 또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모드를

제어 모드로 변경시키도록 조작 모드가 설정된다. 또한, 기능 버튼 FB2를 길게(예정의 시간) 누르면, 표시 모드, 즉 수직

분할 전체 화면 모드와 일반적인 표시 모드 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게다가, 조작측 표시부(2a)에의 스크롤 바의 표시/비

표시 전환 기능 또는 타이틀 바의 표시/비표시 전환 기능을 기능 버튼(10b)에 할당할 수도 있다.

전술한 전환 조작은 제어 정보 처리부(11)에서 행해진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숫자 버튼(10c), 기능 버튼(10b) 도

는 상/하/좌/우 버튼(10a)을 조작하여 제어 정보 처리부(11)가 조작부(10)로부터 조작 정보를 수신할 때마다, 제어 정보 처

리부(11)는 현재의 상/하/좌/우 버튼(10a)의 기능 모드와 같은 각종 모드를 갱신 및 기억한다. 일단 모드가 결정된 후에, 제

어 정보 처리부(11)가 기능 버튼(10b)이 아닌 숫자 버튼(10c) 또는 상/하/좌/우 버튼(10a)으로부터 조작 정보를 수신하면,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애플리케이션의 조작 정보, 이미지의 스크롤 명령 등을 조작측 표시부(2a) 상의 표시를 갱신하도

록 화면 정보 처리부(13)에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조작 정보의 경우에는, 제어 정보 처리부(11)가 이 정보를 네트워크

를 통해 PC(3)측의 통신부(17)에 전송하도록 통신부(12)에 제공한다.

도 6의 S10에서, 예컨대,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조작을 수행하는 제어 모드 하에서, 조작부(10)는 셀룰러폰(2)의 주 표시

영역 또는 부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이동 명령과 같은 조작 정보를 수신한다.

다음에, S11에서, 조작부(10)는 조작 정보를 제어 정보 처리부(11)에 제공한다. 조작 정보가 화면 재표시에 관한 것인 경

우에, 제어 정보 처리부(11)는 조작 정보에 기초하여 재표시 명령을 화면 정보 처리부(13)에 통지한다. 화면 정보 처리부

(13)는 재표시 명령에 기초하여 예정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하고, 이 이미지 정보를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조작측 표시부

(2a)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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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이 때, 주 표시 영역 또는 부 표시 영역에 표시되지 않는 영역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경우와, 대응하는 이미지

정보가 PC(3)로부터 아직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지 정보 전송 요청이 PC(3)에 전송되고, PC(3)로부터 이미지 정

보가 수신되어 표시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전체 화면 뷰와 같은 이미지 정보가 수신된 경우와 같이, 이미지의 재표시에 필

요한 이미지 정보가 셀룰러폰(2)측에 기억되어 있는 경우에는, PC(3)에 대한 이미지 정보 전송 요청은 불필요하다.

S12에서, 예컨대, 애플리케이션의 원격 조작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드 하에서, 셀룰러폰(2)의 조작부(10)는 애플리

케이션 조작 정보로서 커서(30)의 이동 또는 활성 윈도우에의 텍스트 입력과 같은 조작 정보를 수신한다.

결과적으로, S13에서, 조작부(10)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제어 정보 처리부(11)에 제공하고, 이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는 셀룰러폰(2)의 통신부(12)와 PC(3)의 통신부(17)를 통해 PC(3)의 제어 정보 처리부(21)에 제공된다.

다음에, S14에서, PC(3)의 제어 정보 처리부(21)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조작을 실행하도록 운영 체계

(22)에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조작 후에, 예컨대 커서의 이동 후에 이미지가 활성 윈도우에 표시된다.

다음에, S15에서, PC(3)의 화면 정보 처리부(18)는 의사 드라이버(23)를 통해 활성 윈도우에 속하는 뷰 영역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후의 이미지를 취득하고, 이 이미지를 압축 처리를 실행하도록 화면 압축부(19)에 제공한다. 이와 같

이, 애플리케이션 조작 후의 압축 이미지가 생성된다.

다음에, S16에서, PC(3)의 화면 정보 처리부(18)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후의 압축 이미지를 셀룰러폰(2)의 화면 정보 처리

부(13)에 전송한다.

S17에서, S9와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조작 후의 이미지가 셀룰러폰(2)의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된다.

즉, 전술한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1)은 PC(3)와 같이 다수의 윈도우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구비한 정보 기기

를 네트워크를 통해 그 정보 기기에 접속된 소형 정보 단말기와 같은 정보 기기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며, 조작측 표시부

(2a)의 표시 영역은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윈도우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이와 같이,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1)에 의하면, 셀룰러폰(2)과 같은 정보 기기의 조작측 표시부(2a)를 참조하여 피조

작측 정보 기기를 작동시키는 경우에,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이미지가 피조작측 표시부(3a)에 표시되는 각각의

윈도우에 대해 쉽게 전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셀룰러폰(2)과 같은 정보 기기의 간단한 작동으로 피조작측 정보 기기의

윈도우를 쉽게 변경시킬 수 있다.

또한, 조작측 표시부(2a)에 있어서 뷰 영역으로서 하나의 윈도우에 대해 다수의 표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큰 윈도우가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될 때 사용자가 동일한 윈도우 내의 다수의 부분을 동시에 참조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피조작측 PC(3)와 같은 정보 기기나 셀룰러폰(2)과 같은 소형 정보 단말기를 작동시켜 윈도우를 이동시키는 경우

에, 조작측 표시부(2a)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영역은 윈도우의 레퍼런스 위치에 대한 영역으로서 설정되며, 따라서, 조작측

표시부(2a)에서 표시 범위를 이동시키지 않고 재표시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셀룰러폰(2)과 PC(3)의 활성 윈도우를 동기화시킴으로써 셀룰러폰(2)과 PC(3)의 조작 대상의 일치 상태를 항상 유

지할 수 있다.

게다가, 뷰 영역을 피조작측 표시부(3a)의 전체 화면을 표시하는 전체 화면 뷰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PC(3)의 전체 화

면의 상태를 참조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에 의하면, 특정 정보 기기를 다른 정보 기기로 원격 조작할 수 있어, 원격 조작 시에

사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에 의하면, 표시부가 PC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 기기에 비해 작은 조작측 정

보 기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피조작측 정보 기기를 원격 조작할 수 있고, 피조작측 정보 기기의 화면을 조작

측 정보 기기에 표시할 수 있어, 원격 조작 시에 사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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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에 있어서,

피조작측 표시부에 윈도우를 표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피조작측 정보 기기와;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고,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보다 작은 조작측 표시부를 구비한 조작

측 정보 기기

를 포함하며,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는,

초기 상태로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범위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는 경우에, 파

라미터로서, 이미지의 범위를 표시할 때의 표시 우선 순위와, 할당 윈도우 및 상기 조작측 표시부와 관련된 뷰영역과 관련

된 할당 윈도우의 임의의 레퍼런스 위치로부터의 상대적인 영역 범위에 관한 뷰 정보를 기억하도록 구성된 뷰 영역 기억부

와;

상기 뷰 정보에 따라 초기 상태로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화면 정보 처리부와;

상기 뷰 정보를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와 함께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전송하고,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로부터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운영 체계에 제공함으로써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도록

구성된 제어 정보 처리부

를 포함하고,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는,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이미지와 상기 뷰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상기 뷰 정보를 기억하도록 구성된 뷰 영역 기억부와;

상기 뷰 영역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포함되

는 다수의 표시 영역에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이미지의 영역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화면 정보 처리부

와;

입력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상기 통신부에 제공하고,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를 제어하여 상기 정보를 전송하

도록 구성된 제어 정보 처리부

를 포함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2.

피조작측 표시부에 윈도우를 표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며,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보다 작은 조작측 표시부를 구비

한 조작측 정보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한 피조작측 정보 기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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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태로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범위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는 경우에, 파

라미터로서, 이미지의 범위를 표시할 때의 표시 우선 순위와, 할당 윈도우 및 상기 조작측 표시부와 관련된 뷰영역과 관련

된 할당 윈도우의 임의의 레퍼런스 위치로부터의 상대적인 영역 범위에 관한 뷰 정보를 기억하도록 구성된 뷰 영역 기억부

와;

상기 뷰 정보에 따라 초기 상태로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화면 정보 처리부와;

상기 뷰 정보를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와 함께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전송하고,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로부터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운영 체계에 제공함으로써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도록

구성된 제어 정보 처리부

를 포함하는 피조작측 정보 기기.

청구항 3.

피조작측 표시부에 윈도우를 표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피조작측 정보 기기를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제어하는

조작측 정보 기기에 있어서,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보다 작은 조작측 표시부와;

초기 상태로서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범위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는 경우에, 파

라미터로서, 이미지의 범위를 표시할 때의 표시 우선 순위와, 할당 윈도우 및 상기 조작측 표시부와 관련된 뷰영역과 관련

된 할당 윈도우의 임의의 레퍼런스 위치로부터의 상대적인 영역 범위에 관한 뷰 정보에 따라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서

생성되어 전송되는 이미지와, 상기 뷰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상기 뷰 정보를 기억하도록 구성된 뷰 영역 기억부와;

상기 뷰 영역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조작측 표시부에 포함되

는 다수의 표시 영역에 상기 통신부에 의해 수신된 이미지의 영역의 적어도 일부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화면 정보 처리부

와;

입력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정보를 상기 통신부에 제공하고,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를 제어하여 상기 정보를 전송하

도록 구성된 제어 정보 처리부

를 포함하는 조작측 정보 기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포함된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와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에 포함된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를 변경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각각은 서로의 방식으로 할당

윈도우가 각각의 화면 정보 처리부에 공통인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에 따라 변경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포함된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와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에 포함된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를 변경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각각은 서로의 방식으로 할당

윈도우가 관련된 뷰 영역의 표시 우선 순위에 따라 변경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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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뷰 정보는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의 전체 화면을 표시하는 전체 화면 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에 포함된 상기 제어 정보 처리부는,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로부터의 조작 대상

의 뷰 영역의 선택 정보에 응답하여, 조작 대상의 뷰 영역의 할당 윈도우가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에서 조작 대상이 되는

윈도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조작 대상의 윈도우가 뷰 영역의 할당 윈도우가 되도록, 조작 대상의 윈도우를 변경시키

는 명령을 상기 운영 체계에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포함된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는, 상기 조작측 표시부의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이미지에 대응하는 뷰 영역의 할당 윈도우가 조작 대상의 윈도우가 아닌 경우에, 화면 표시를 갱신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조작된 이미지를 계속 표시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포함된 상기 제어 정보 처리부는, 상기 뷰 영역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뷰 정보

의 표시 우선 순위를 변경시키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포함된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는, 상기 조작측 표시부의 각각의 표시 영역에 표

시되는 이미지에 대응하는 각각의 뷰 영역의 할당 윈도우가 조작 대상의 윈도우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 표시를 표시

하도록 상기 조작측 표시부를 제어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에 포함된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는, 상기 피조작측 표시부와 조작 대상의 윈도우

와 상기 조작측 표시부의 표시 영역과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위치 표시를 표시하도록 상기 조작측 표시부를 제

어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는 상기 조작측 표시부의 방향이 변경되었는지를 검출하고, 표시부 각도 정보를 상

기 조작측 정보 기기의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에 제공하는 표시부 각도 검출부를 포함하며,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의 상기

화면 정보 처리부는 상기 표시부 각도 검출부로부터 수신한 표시부 각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조작측 표시부의 표시 형식

을 변경시키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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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는 방향 지시 키와 역할 변경 키를 포함하며,

상기 방향 지시 키에 의한 상기 조작측 표시부의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커서의 이동 조작과,

상기 조작측 표시부의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이동 조작과,

상기 조작측 표시부의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표시 줌의 변경 조작 중 적어도 2개의 조작이 상기 역할 변경 키에

의해 전환되어 실행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는 역할 변경 키를 포함하고, 상기 조작측 정보 기기의 조작부에 입력된 애플리케

이션 조작 정보는 상기 피조작측 정보 기기로 하여금 상기 정보를 전송하게 하도록 상기 통신부에 제공되며, 상기 애플리

케이션의 조작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모드와 상기 애플리케이션과는 다른 조작을 수행하는 제어 모드는 상기 역

할 변경 키에 의해 전환되는 것인 정보 기기 원격 조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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