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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보제공장치및휴대형통신단말

요약

무선통신망(2)에 접속되는 서버(7) 또는 데이터베이스(8)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7) 또는 데이터베이스(8)로부터의 멀티

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전화통신수단(26) 및 그 정보가 공급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22)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

신단말(1)과, 멀티미디어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7DB), 외부정보 통신망(4)에 접속되는 서버(10)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10)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통신 처리수단, 그 정보를, 가공 또는 변환하는 데이터 처리수단 및 외부통신 처리

수단 또는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정보를, 휴대전화 시스템망(2)을 통해 통신단말(1)로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하

는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7)를 가진다. 이것에 의하면, 휴대형 통신단말이 소형으로 운반성이 우수하고, 사용자의 조작

등록특허 10-0526902

- 1 -



성이 양호하게 되어, 휴대형 통신단말에 의해서, 무선전화통신망 또는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된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

어 정보의 취득 및 그 정보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에의 출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휴대형 통신단말에 일부러 터

미널 소프트웨어, 뷰어 등을 인스톨하지 않더라도, 휴대형 통신단말이,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된 통신단말에 액세스하여,

그 통신단말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그 정보를,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의 출력능

력에 응해서 가공 또는 변환한 뒤, 그 인터페이스 수단에 출력시킬 수 있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장치 및 그 정보를 수신하는 휴대형 통신단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도 20을 참조하여, 종래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제공장치 및 휴대형 통신단말 장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통신단말(122)은, 통신단말(122)의 송수신 안테나(122A) 및 무선통신망(120)의 송수신 안테나(120A)를 통하여 무선통

신망(120)에 접속된다. 무선통신망(120)은, 무선통신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통신망이고, 전화회선망, 패킷망,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전용선 등의 공중통신 회선망(121)에 접속되어 있다.

서버(123)는, 공중통신 회선망(121)에 접속된 컴퓨터 통신회사의 컴퓨터이다. 이 서버(123)는, 통신단말(122)을 사용한

사용자로부터의 액세스에 따라서 통신처리 및 데이터 전송처리를 행하는 서버로, 서비스정보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123DB)를 구비하고 있다.

통신단말(122)은, 사용자가 휴대하여 이동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휴대형 컴퓨터(122C)와 통신처리 가능한 휴대전화

기(122B)를 조합한 것이다. 통신단말(122)인 휴대전화기(122B)와 무선통신망(120) 사이에서는 데이터 전송용의 특별한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서버(123)와 통신단말(122)의 휴대형 컴퓨터(122C) 사이에서는 특별히 데이터 변환은 행하

여지지 않는다. 또한, 통신단말(122)의 휴대형 컴퓨터(122C)로부터 서버(123)로의 액세스는, 일반적으로 "터미널 소프트

웨어(Terminal Application Software)" 또는 "뷰어(Viewer)"라고 불리는 컴퓨터통신 전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행

하여진다.

무선통신망(120)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가 동시에 서버(123)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서버(123) 및 데이터베이스(123DB)

가 무선통신망(120)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상기의 경우는, 통신단말(122)은 휴대전화기 단일체이고, 통신 사

업자는 서버(123)에 의해서, 디지탈화된 음성데이터를 분배 송신하는 보이스 메일 서비스나, 걸려온 전화를 미리 등록해

둔 다른 전화번호로 전송하는 착신전송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형 통신단말(122)을 소유한 사용자는

무선통신망(120)을 관리하고 있는 통신 사업자에게 등록함으로써, 이들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상술한 종래의 정보제공장치에서는, 휴대형 통신단말이 휴대형 컴퓨터 및 휴대전화기를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휴대형 통

신단말의 운반이 불편하다. 또한, 서버와 통신을 행하는 경우는, 휴대형 컴퓨터 및 휴대전화기의 양쪽을 각각 조작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휴대형 컴퓨터에는 다수의 키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의 키는 휴대형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범용적으

로 사용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통신조작에 있어서의 키 할당의 표시가 없다. 그 때문에, 사용자의 조작성이 나쁘게 되어 버

린다.

또한, 상술한 종래의 정보제공장치에서는, 휴대형 통신단말이 휴대형 컴퓨터 및 휴대전화기를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휴대형 컴퓨터에 컴퓨터통신 전용의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지 않으면 서버와 통신을 행하거나 또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상술한 종래의 정보제공장치에서는, 휴대형 통신단말이 휴대전화기 단일체인 경우는, 외부의 정보제공서버 사이에

서 통신처리를 행하거나, 또한,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처리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제공

회사나 인터넷의 정보제공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다.

또한, 상술한 종래의 정보제공장치에서는, 휴대형 통신단말이 휴대전화기 단일체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상정보를

디코딩하는 기능이나, 화상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화상정보의 취득 및 표시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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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에 있어서는, 무선통신망에 접속가능한 휴대형 통신단말을 가지는 정보제공장치에 있어서,

휴대형 통신단말이 소형으로 운반성이 우수하고, 조작성이 양호하게 되어, 휴대형 통신단말에 의해서, 무선통신망 또는 외

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된 서버로부터 멀티미디어 정보의 취득 및 그 취득된 멀티미디어 정보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

으로의 출력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휴대형 통신단말에 일부러 터미널 소프트웨어, 뷰어 등을 인스톨하지 않더라도, 휴대

형 통신단말이,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된 서버에 액세스하고, 그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과 동시

에, 그 취득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의 출력능력에 따라서 가공 또는 변환한 뒤, 인간-기계 인터

페이스 수단에 출력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장치 및 휴대형 통신단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휴대전화 시스템망에 접속되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고, 그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멀

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전화통신수단 및 그 전화통신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공급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

스 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과, 멀티미디어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서버에 액

세스하고, 그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통신 처리수단, 그 외부통신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가공 또는 변환하는 데이터 처리수단 및 외부통신 처리수단 또는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휴대전화 시스템망을 통해 휴대형 통신단말로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를 가지는 정보제공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휴대형 통신단말에서는 전화통신수단이, 휴대전화 시스템망에 접속되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고, 그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고, 그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공

급한다. 또한,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에서는 외부통신 처리수단이,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서버에 액세스하고, 그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고, 데이터 처리수단이 그 수신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가공 또는 변환한다. 또한,

그 전송수단이, 외부통신 처리수단 또는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휴대전화 시스템망을 통해 휴대

형 통신단말로 전송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를 나타내는 블럭선도.

도 2는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의 휴대형 통신단말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선도.

도 3은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의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PHS 서버)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선도.

도 4는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의 휴대형 통신단말의 표시를 나타내는 약선도.

도 5는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의 휴대형 통신단말의 표시를 나타내는 약선도.

도 6은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의 휴대형 통신단말의 표시를 나타내는 약선도.

도 7은 데이터 처리수단의 데이터 처리방법을 나타내는 약선도.

도 8은 데이터 처리수단의 데이터 처리방법을 나타네는 약선도.

도 9는 데이터 처리수단의 데이터 처리방법을 나타네는 약선도.

도 10은 데이터 처리수단의 데이터 처리방법을 나타내는 약선도.

도 11은 데이터 처리수단의 데이터 처리방법을 나타내는 약선도.

도 12는 휴대형 통신단말 및 PHS 서버간의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13은 휴대형 통신단말 및 인터넷의 서버간의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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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휴대형 통신단말 및 인터넷의 서버사이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의 헤더를 나타내는 포맷도.

도 15는 휴대형 통신단말 및 FM 방송국간의 링크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16은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의 휴대형 통신단말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선도.

도 17은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의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PHS 서버)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선도.

도 18은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의 휴대형 통신단말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선도.

도 19는 실시 형태의 정보제공장치의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PHS 서버)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럭선도.

도 20은 종래의 정보제공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실시예

이하에,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설명한다.

우선, 도 1을 참조하여, 정보제공장치(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한다. 무선통신망(2)은 이동체통신 등에서 사용되는

무선을 사용한 통신망이고, 본 실시예에서는, 무선통신망의 일례로서 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망(PHS Network: Personal

Handy Phone System Network)을 사용하고 있다. 공중통신 회선망(3)은, 전화회선망, 패킷망, ISDN, 전용선 등으로 이

루어지고, 교환기(6)를 통해 무선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다. 외부정보 통신망인 인터넷(4)은, 공중회선망에 접속된 주로 컴

퓨터간 통신에 사용되는 회선이고, 복수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 단말이 접속되어 있다. 기지국(5)은 PHS 망(2)내에 배치된

다수의 기지국 중의 하나이고, 휴대형 통신단말(1)과 접속하기 위한 송수신 안테나(5A)를 가지고 있다. 교환기(6)는 PHS

망(2)내에 배치된 다수의 교환기들 중의 하나이고, PHS 망(2)과 공중통신 회선망(3) 사이를 접속하여, 기지국(5)을 포함

하는 복수의 기지국을 관리한다.

또한, PHS란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동체 통신시스템의 하나로, 수백 미터마다 무선기지국이 설치되고, 전화단말 장치

는 정기적으로 복수의 기지국 중에서 근처의 기지국과 위치정보의 교환을 행함과 동시에, 이 기지국을 통해 다른 전화단말

장치와 통신을 행한다. 또한, PHS는 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음성신호를 시간적으로 구

분하여 압축하고, 송수신을 하나의 캐리어 주파수로 행한다. 또한,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

하는 것에 의해, 하나의 캐리어 주파수에 4 개의 채널을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다중통신을 행한다. PHS의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대는 1.9 GHz 대이다. 또한, 1 채널당 32 kbits/sec 전송속도로 디지탈 데이터통신이 가능하고, 복수채널을 1 단말

에서 사용함에 의해, 최대 128 kbits/sec [(32 kbits/sec)× 4(채널)] 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형 통신단말(1)은 상술한 PHS에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단말장치로, 무선전파에 의해서 근처의 PHS 기지

국(5)에 접속하기 위한 전화용 송수신 안테나(1A) 및 방송국(11)으로부터의 방송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방송용 수신안테

나(1B)를 구비하고 있다.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7)(이하, PHS 서버라고 칭한다)는 PHS 망(2)의 기지국(5)에 접속되고, 이 기지국(5)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관련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7DB)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PHS 서버(7) 및 데

이터베이스(7DB)는 교환기(6)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기의 경우 데이터베이스(7DB)에는 교환기(6)가 관리하고 있

는 복수의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관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축적하게 된다.

서버(9)는 공중통신 회선망(3)에 접속된 정보제공회사가 운용하는 서버로, 통상 사용자는 공중통신 회선망(3)에 접속된

단말 장치(도시하지 않음)로부터 액세스를 행한다. 서버(9)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9DB)를 구

비하고 있다.

서버(10)는 외부정보 통신망인 인터넷(4)에 접속된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여 공중통신 회선망

(3) 혹은 인터넷(4)에 접속된 단말 장치와 통신을 행하는 복수의 서버 중의 하나의 서버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축적하고 있

는 데이터베이스(10DB)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개인용 데이터베이스(8)는 공중통신 회선망(3)에 접속된 통신단말(1)이

소유하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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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기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란, 예를들면 텍스트(문자)정보 이외에 동화상, 정지 화상 등의 화상정보를 포함하는 컴

퓨터로 처리 가능한 정보이고, 화상, 소리, 문자 등의 데이터가 임의로 조합된 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HTTP는, 인터넷에 접속된 복수의 서버상의 정보를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WWW(World-

Wide-Web)이라 불리는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와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사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클라이언트 단말은 서버와 통신접속을 확립하고 나서, 서버에 정보요구명령을 이송하고, 서버는, 이 정보요

구명령에 따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보낸 후에,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접속을 단절하는 처리를 행한다.

방송국(11)은, 예를들면 FM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성신호에 문자데이터정보를 다중화하여 송신 안테나(11A)를 통해 방

송한다. 이 방송국(11)으로부터의 방송은, 통신단말(1) 및 방송수신장치(예를들면 라디오수신기)에 의해서 수신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방송국(11)의 일례로서, 특정한 한정된 지역에 지역정보를 방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교적 약한 전

력의 전파로 방송을 행하는 이른바 미니 FM 라디오 방송국을 이용하여 설명을 한다.

또한, 방송국(11)은, 미니 FM 라디오 방송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 혹은 영상신호에 문자나 화상 등의 데이터 신

호를 다중화하여 방송을 행하는 것이면 좋다. 예를들면, 음성신호에 문자정보를 다중화하여 방송을 행하는 FM 라디오 방

송, 영상신호에 문자화상정보를 다중화하여 방송을 행하는 문자방송, 또는 영상신호에 컴퓨터 네트워크의 어드레스정보

(예를들면, 상술한 WWW에서 사용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 등)가 다중화된 방송 등이다.

다음에, 도 2를 참조하여, 통신단말(1)의 구성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 20)는 전화를 걸거나

받기도 하는 전화기능처리 및 멀티미디어 정보의 송수신의 처리를 행한다. CPU(20)에는, 버스(28)(데이터 버스, 제어 버

스, 어드레스 버스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처리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RAM(Random Access Memory), 동작 프

로그램 및 데이터가 기억된 ROM(Read only Memory)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21),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행하는 인

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22), PHS 망(2)과 통신을 행하기 위한 고주파회로, 변복조회로 및 TDMA/TDD 처리회로를 갖

는 전화통신수단(26), 방송국(11)으로부터의 방송을 수신하는 처리를 행하는 방송수신수단(27), 방송지시신호 또는 방송

중 신호를 검출하는 검출수단(28)이 접속되어 있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22)은, 액정표시기 및 표시회로로 이루어

지는 표시수단(23), 마이크, 스피커 및 음성 코덱(CODEC)을 포함하는 음성처리부를 가지는 음성입출력 인터페이스(24),

터치센서 및 입력회로로 이루어지는 액정표시장치의 액정표시기상에 설치한 입력부(25)를 구비하고 있다. 전화통신수단

(26)에는 상술한 전화용 송수신 안테나(1A)가 접속되고, 방송수신수단(7)에는, 방송국(11)으로부터의 방송을 수신하는 수

신안테나(1B)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입력부(25)로서 표시수단(23)상에 설치한 터치패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표시수단(23)과는 별도로

키패드 등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도 3을 참조하여, PHS 망(2)의 기지국(5)에 접속되어 있는 PHS 서버(7)의 구성예를 설명한다. CPU(30)는, 버스

(36)(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어드레스 버스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처리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RAM(Random

Access Memory), 동작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기억된 ROM(Read Only Memory)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31), 외부기억

장치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35)(도 1에 있어서의 7DB)에 축적되어 있는 특정지역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단말(1)

로 전송하는 전송수단(32), 외부정보 통신망(공중통신 회선망(3) 또는 인터넷(4))에 접속된 서버(9 또는 10)로부터 보내어

져 온 문자, 화상, 음성정보 등을 가지는 여러가지 형식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데이터 처리를 행하는 데이터 처리수단(33),

서버들(9 또는 10)의 사이에서 통신처리를 행하는 외부통신 처리수단(34) 등이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이 PHS 서버(7)의 데이터베이스(35)(7DB)에 축적되는 멀티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설명한다. 통신단말(1)로부터

서버(7)로의 액세스가 있는 때에 데이터베이스(7DB)로부터 통신단말(1)로 전송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로서는, 도 2의 통신

단말(1)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22)의 출력능력의 소규모성을 고려하여, 색인집, 그림을 포함하지 않은 텍스트, 음

성, 정지 화상, 삽화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있다. 또한, 외부정보 통신망(2,3) 등에 접속된 통신단말(1)로부터 서버(7)로

의 액세스가 있는 때에, 데이터베이스(7DB)로부터 그 통신단말로 전송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에서는, 그 통신단말(1)의 인

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22)의 출력능력의 규모가 작은 것일 때는, 상술한 통신단말(1)로 전송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와

같은 것이 되지만, 그 통신단말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22)의 출력능력의 규모가 큰 것일 때는, 표제(색인), 그림을

포함하지 않은 텍스트, 그림을 포함하는 텍스트, 음성, 정지 화상, 삽화, 동작 화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이다.

데이터베이스(35)(7DB)에 축적되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구체예로서는, 기지국(5)(또는 교환기(6))이 소재하는 지역에 관

련된, 영화정보, 레스토랑 정보, 주점정보, 주차장정보, 이벤트정보가 문자에 의한 설명문 및 화상에 의한 지도데이터로서

축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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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통신단말(1)의 표시수단(23)에 있어서의 표시상태 및 입력부(25)에 의한 입력동작을

설명한다. 또한, 도 4 내지 도 6에 있어서는, 통신단말(1)의 전원스위치(도시하지 않음)가 이미 온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

로 한다.

우선, 도 4에 나타내는 초기의 표시화면 및 조작부를 설명한다. 정보표시부(40)는 문장, 화상이 표시되는 표시부이고, 도 5

및 도 6에 있어서도 변화하지 않는다. 전화번호부 버튼(41)은, "레(れ)"를 누르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인명, 회사명 등의 전

화번호가 정보표시부(40)에 표시된다. 이 때 새로운 인명 또는 회사명과 전화번호의 입력도 행할 수 있다. 일본어/영어전

환버튼(42)은, 전화번호부 작성 등의 문자입력시에 있어서 입력되는 문자의 종류를 전환하기 위한 조작부이고, 본 실시예

에 있어서는 일본어 및 영어의 문자를 전환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변환버튼(43)은, 일본어/영어전환버튼(42)에 의해

서 일본어 입력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때에, 정보표시부(40)에 표시된 가나문자를 한자문자로 변환하기 위한 조작부이다.

수치/문자입력버튼(44)은, 전화를 걸때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텐키 및 기능키(별표(*) 및 샵(#)키) 조작부이고, 입력

된 전화번호는 정보표시부(40)에 표시된다. 이 수치/문자입력버튼(44)은, 전화번호부를 편집하는 때 등, 문자입력이 필요

로 되는 때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한 조작부도 겸하고 있다. 부가서비스 버튼(45)은, PHS 망(2)에 접속하여 PHS 서버(7)

혹은 서버(9,10)로부터 멀티미디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조작부이다. 등록버튼(46)은, 입력된 수치/문자를 확정하기 위

한 조작부이고, 전화를 거는 때는, 수치/문자입력버튼(44)에 의해서 입력된 전화번호가 정보표시부(40)에 표시되고, 사용

자가 확인한 후에, 이 등록버튼(46)을 조작시킴으로써, CPU(20)에 의해 PHS 망(2)과의 접속처리 및 지정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처리를 행한다. 또한, 전화번호부 버튼(41)이 고작되어 전화번호부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버튼

(46)을 조작함에 의해 사용자에 의해서 입력된 인명,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이 확정되어 CPU(20)에 의해서 등록처리 혹은

정보표시부(40)에의 전화번호 표시처리가 행하여진다. 취소 버튼(47)은, 조작버튼의 입력을 취소하여 정보표시부(40)를

초기표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작부이다.

문자입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수치/문자입력버튼(44)을 조작함으로써, 일본어/영어전환버튼(42)에 의해서 선

택되어 있는 모드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치/문자입릭버튼(44)의 각각은 알파벳

"A"로부터 "Z" 및 기호가 할당되고 있다. 예를들면, 수치/문자입력버튼(44)의 "1"의 버튼에는 알파벳 A, B, C가 할당되어

있고, 문자입력상태로 "1"의 버튼을 조작함에 의해 문자 "A"를 정보표시부(40)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 또한,

연속적으로 "1"의 버튼을 조작함에 의해 문자 "A"에서 옮겨져, 순차 "B", "C"가 표시된다, 문자 "C"가 표시되어 있는 때에,

또한, 버튼 "1"을 조작하면 다시 문자 "A"가 표시된다. 그리고, 문자 "A", "B" 혹은 "C"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 등록버튼

(46)을 조작함으로써, 입력문자가 확정된다. 그 밖의 수치/문자입력버튼(44)에 관해서도 같은 조작을 행하여, 각각 할당된

문자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4의 부가서비스 버튼(45)이 조작되면, 후술하는 통신단말(1)과 PHS 서버(7) 사이의 통신처리에 기초하여, 표시수단

(23)의 표시화면은 도 5에 나타내는 다음 표시화면으로 이행한다. 도 5의 표시화면 및 조작부를 설명한다.

정보표시부(40)에는, 예를들면,「정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요-시부야(도쿄도의 구(區)」라고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선

택하는 것을 재촉하는 표시가 행하여진다. 정보선택부(50)에는, 예를들면, 인터넷(4)에 접속된 서버(10)의 데이터베이스

(10DB)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인터넷 선택버튼(56), 기지국(5)(혹은 교환기(6))에 접속된 서버(7)의 데이

터베이스(7DB)에서 특정지역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타운정보(town information) 선택버튼(57), 통신단말

(1)의 음성입출력 인터페이스(24)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다른 통신단말 혹은 외부 정보통신망

에 접속된 단말 장치에 전자 메일로서 분배 송신하기 위한 보이스 메일 선택버튼(58), 공중회선망(8)에 접속된 개인용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개인정보(예를들면 스케쥴)를 취득하기 위한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선택버튼(59), 방송국(11)으로부터

방송되고 있는 FM 방송을 수신하는 FM 방송수신 선택버튼(60)이 표시된다. 업버튼(52) 및 다운버튼(53)은, 정보선택부

(50)에 표시되는 선택버튼의 표시를 전환하기 위해서 기능이 할당되어 있고, 그 밖의 선택버튼(예를 들면 공중통신 회선망

(3)에 접속된 서버(9)의 데이터베이스(9DB)에 액세스하기 위한 선택버튼)을 선택하는 경우에 조작된다. 전화면 선택버튼

(54) 및 다음화면 선택버튼(55)은, 통신단말(1)의 메모리(21)에 기억되어 있는 사용자의 조작버튼의 선택이력에 기초하여

정보선택부(50)의 표시를 이력의 전후방향으로 전환하는 조작을 행한다. 전화버튼(61)은, 도 4에 나타낸 초기의 표시화면

인 전화기능표시로 되돌아가기 위한 조작부이다. 실행버튼(62)은, 조작버튼(56 내지 60)의 어느 것인가가 선택된 뒤, 실행

버튼(62)이 눌러지면, 조작버튼(56 내지 60) 중의 선택된 모드를 확정하는 처리를 행한다. 취소버튼(63)은, 조작버튼(56

내지 60)의 어느 것인가가 선택된 후에, 취소버튼(63)이 눌러지면, 그 선택된 조작을 취소하는 처리를 행한다. 타운정보 조

작버튼(57)이 조작되면, 표시수단(23)의 표시화면은 도 6의 표시화면으로 이행한다. 도 6의 표시화면 및 조작부를 설명한

다.

정보표시부(40)에는, 예를들면, 「부가서비스 항목은 선택하고 주십시요」라고 표시된다. 정보선택부(50)에는, 영화정보

선택버튼(71), 레스토랑정보 선택버튼(72), 주점정보 선택버튼(73), 주차장정보 선택버튼(74), 이벤트정보 선택버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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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된다. 타지구 선택버튼(70)은, 사용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구 이외의 지구정보(예를들면, 시부야 이외의 다른

지구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조작부이고, 타지구의 PHS 서버에 액세스하여, 타지구에 관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취득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업버튼(52) 및 다운버튼(53)은, 정보선택부(50)에 표시되는 선택버튼의 표시를 전환하기 위해서 기능이

할당되어 있고, 그 밖의 선택버튼(연극정보나 라이브 하우스 정보 등의 선택버튼)을 선택하는 경우에 조작된다. 전화면 선

택버튼(54) 및 다음화면 선택버튼(55)은, 통신단말(1)의 메모리(21)에 기억되어 있는 사용자의 조작버튼의 선택이력에 기

초하여 정보선택부(50)의 표시를 이력의 전후방향으로 전환하는 조작을 행한다. 전화버튼(61)은, 도 4에 나타낸 초기의 표

시화면인 전화기능표시로 되돌아가기 위한 조작부이다. 실행버튼(62)은, 조작버튼(71 내지 75)의 어느 쪽인가가 선택된

뒤, 실행버튼(62)이 눌러지면, 조작버튼(71 내지 75) 중의 선택된 모드를 확정하는 처리를 행한다. 취소버튼(63)은, 조작

버튼(71 내지 75)의 어느 것인가가 선택된 후에, 취소버튼(63)이 눌러지면, 그 선택된 조작을 취소하는 처리를 행한다.

또한, 정보선택부(50)에 표시되는 선택버튼은, PHS 서버(7)로부터 수신하거나 혹은 통신단말(1)의 메모리(21)로부터 판

독되어져 표시된다.

다음에, PHS 서버(7)의 데이터 처리수단(33)에 의한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버(9)의 데이터베이스(9DB)

및 서버(10)의 데이터베이스(10DB)에 저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중통신 회선망(3) 및 인터넷(4)에

접속된 고해상도의 표시장치를 가지는 단말 장치로부터 액세스되는 것을 전제로서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정

보를 무선통신회선을 통해 휴대형의 통신단말에서 표시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대용량인 메모리 및 고해상도의

표시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휴대형 통신단말의 소형화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소용량의 메모리 및 저해상도의

표시장치를 가지는 휴대형 통신단말 장치라도, 이것들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시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단말(1)의 표

시능력에 알맞은 정보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가공 혹은 변환하는 처리를 PHS 서버(7)의 데이터 처리수단(33)에 의해서 행

한다.

PHS 서버(7)가 통신단말(1)의 표시능력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단말종류마다, 기종 ID를 메모리(21)

에 미리 저장해 두고, 통신단말(1) 및 PHS 서버(7)의 사이에서 통신접속을 확립할 때에 통신단말(1)로부터 PHS 서버(7)

에 대하여 이 기종 ID를 송신하여, PHS 서버(7)에 통신단말(1)의 표시능력을 인식시킨다.

또한, PHS 망(2)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서버(도시하지 않음)에 미리, 각 통신단말마다 할당된 개별 ID 및 기종 ID를 등록

해 두고, 통신접속시에 개별 ID를 이 관리서버에 송신하고, 관리서버가 수신한 개별 ID에 대응하는 기종 ID를 검색하고, 통

신단말(1)이 접속되어 있는 PHS 서버(7)에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하에, 데이터가공 및 변환처리에 관해서 도 7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7의 데이터 처리방법은, 색인추출수단(TX-HL)에 의해서, 외부정보 통신망상의 서버(9 또는 10)로부터의, 하나

또는 복수의 색인 및 그 각 색인에 대응하는 본문으로 이루어지는 텍스트(TX)에서, 복수의 색인(HL)만을 추출하는 처리를

행한다.

도 8의 데이터 처리방법은, 텍스트 추출수단(TX/P-TX)에 의해서, 외부정보 통신망상의 서버(9 또는 10)로부터의, 도면을

포함하는 텍스트(각각 색인 및 각 색인에 대응하는 본문 및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본문에 포함되는 도면으로 이루어진

다)(TX/P)에서, 도면을 포함하지 않은 텍스트(각각 색인 및 각 색인에 대응하는 본문으로 이루어진다)(TX)를 추출하는 처

리를 행한다.

도 9의 데이터 처리방법은, 외부정보 통신망상의 서버(9 또는 10)로부터의, 하나 또는 복수의 색인 및 그 각 색인에 대응하

는 본문으로 이루어지는 텍스트(TX)를 메모리(Ma)에 일단 기억하고, 텍스트(TX)를 문장구조 해석수단(AN)에 의해서 문

장구조를 해석하고, 음성합성수단(SS)을 사용하여 문장-음성변환수단(S-V)에 의해서,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출력단자(t)

에 출력하는 처리를 행한다. 출력단자(t)에는, 증폭기가 접속되어 있고, 음성입출력 인터페이스(24)의 스피커에 출력된다.

도 10의 데이터 처리방법은, 외부정보 통신망상의 서버(9 또는 10)로부터의 정지 화상(SP)의 화상신호를 입력단자(T1)로

부터 메모리(M1)에 기록하고, 그 메모리(M1)에 기억되어 있는 정지 화상(SP)의 영상신호를, 솎아내는 처리수단(K)에 의

해서,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솎아낸 뒤, 메모리(M2)에 기록하고, 이것을 판독하여 출력단자(T2)로부터 솎아낸 정지 화상

(SP')의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처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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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의 데이터 처리방법은, 동작 화상의 영상신호를 입력단자(T1)로부터 샘플링수단(SP)으로 공급하고, 샘플링 제어수

단(SPC)에 의해서, 소정시간마다 소정매수의 프레임화상을 샘플링하여, 메모리(MV)로 공급하여 기억시키고, 그것을 판독

하여 출력단자(T2)로부터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처리를 행한다.

또한, PHS 서버(7)의 데이터 처리수단(33)은, 통신단말(1)로부터의 어느 정보를 소정의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즉, 외부정보 통신망(3 또는 4)에 접속된 외부단말 장치(서버 또는 소규모의 통신단말)에 대하여,

통신단말(1)로부터 정보를 전송할 때는, 통신단말(1)로부터의 정보(예를들면, 음성)를, PHS 서버(7)로 전송하고, 그 데이

터 처리수단(33)으로, 그 정보를 소정의 멀티미디어 정보(예를들면, 문자정보로 이루어지는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PHS 서버(7)로부터, 그 외부정보 통신망(3 또는 4)에 접속된 상술한 외부단말 장치로 전송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에, 도 12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통신단말(1)이 PHS 망(2)의 기지국(5)에 접속되어 있는 PHS 서버(7)에 액세스하는

동작을 설명한다. 사용자가 부가서비스 버튼(45)(도 4)을 누르거나 또는 음성입출력 인터페이스(24)(도 2)의 마이크에 의

하여 음성입력을 행하는 것에 의해, PHS 서버(7)에 대하여 서비스 요구를 행하면(81), 통신단말(1)과 서버(7) 사이에 통신

링크(무선통신링크)가 확립한다(82). PHS 서버(7)는, 데이터베이스(7DB)에 축적되어 있는,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홈

페이지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목차정보 데이터를, 통신단말(1)에 송신한다(83). 송신된 목차정보 데이터는, 통신단말(1)의

인터페이스 수단(22)의 표시수단(23)에 표시된다. 사용자의 조작버튼(56 내지 60, 71 내지 75)의 조작에 따라서 CPU(20)

는, PHS 서버(7)에 정보획득요구를 송신한다(84). 이렇게 하면, PHS 서버(7)는, 요구정보내용을 판별하여(85), 통신단말

(1)로부터의 요구정보를 통신단말(1)에 송신한다(86). 통신단말(1)에서는, PHS 서버(7)로부터의 정보를, 인터페이스 수

단(22)의 표시수단(23)의 정보표시부(40)에 표시한다. 데이터베이스(7DB)에 축적되어 있는 다른 멀티미디어 정보로의 액

세스는, PHS 서버(7)로부터의 메뉴를 사용자가 선택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 후, 84 내지 86의 처리동작을 반복함에

의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후, 취소버튼(63)을 누르는 것에 의한 통신단말(1)로부터

PHS 서버(7)에 통신링크 단절요구가 있으면, 통신단말(1) 및 PHS 서버(7)간의 통신링크는 단절된다.

다음에, PHS 서버(7)의 접속포인트에 대하여 설명한다. PHS 서버(7)가 기지국(5) 또는 교환기(6)에 접속되어 있을 때는,

PHS 서버(7)가 기지국(5), 또는 교환기(6)의 부근에 소재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PHS 서버(7)로부터 사용자가 소재

하는 지역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목차를, 통신단말(1)에 다운로드하는 것은 용이하다. 그러나, 통신단말(1)이 별도의 네트

워크, 예를들면, 공중통신 회선망(3)의 서버(9)에 액세스하는 때에, 서버(9)가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홈페이지의 멀티

미디어 정보의 목차를 통신단말(1)에 다운로드하려고 하여도,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 즉, 통신단말(1)이 소재하는 지역

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통신단말(1)과 서버(9,10) 사이에서 통신링크가 확립하는 때에, 통신단말(1)은, 통신단말(1)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소재하는 장소의 식별번호(예를들면 주소, 경도 및 위도 등) 또는, 기지국(5) 또는 교환기(6)의 식별번호 등을, 서버(9,10)

로 공급함으로써, 서버(9,10)는 사용자의 통신단말(1)이 접속되어 있는 기지국(5) 또는 교환기(6)의 부근의 지역의 홈페이

지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목차정보를 통신단말(1)에 대하여 송신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3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통신단말(1)이 외부정보 통신망인 인터넷(4)상에 접속된 서버(이하, 인터넷서버라고

칭한다)(10)에 액세스하는 동작을 설명한다. 사용자가 부가서비스 버튼(45)(도 4)을 누르거나 또는 음성입출력 인터페이

스(24)의 마이크(도 2)에 대한 음성입력을 행하는 것에 의해 통신단말(1)은 PHS 서버(7)에 대하여 서비스 요구를 행하고

(91), 통신단말(1) 및 PHS 서버(7) 사이에 통신링크(무선통신링크)를 확립한다(92). PHS 서버(7)는, 데이터베이스(7DB)

에 축적되어 있는,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홈페이지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목차정보를, 통신단말(1)에 송신한다(93). 송

신된 목차정보는, 통신단말(1)의 인터페이스 수단(22)의 표시수단(23)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표시수단(23)의 인터넷 선택버튼(56)(도 5)을 눌러, 인터넷서버(10)로의 액세스를 요구하면, 통신단말(1)은 인

터넷서버(10)의 어드레스정보(예를 들면, URL)(94)를 PHS 서버(7)로 송신한다. 이렇게 하면, PHS 서버(7)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인터넷서버(10)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에 의해서 접속처리를 행하는 것

에 의해, PHS 서버(7)와 인터넷서버(10)의 사이에, 통신패스가 확립한다(95). 인터넷서버(10)는, 인터넷 응용 프로토콜인

HTTP에 의해, 멀티미디어 정보를 PHS 서버(7)에 송신한다(96).

PHS 서버(7)는, 인터넷의 서버(10)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필터링, 즉, 예를들면, 도 7 내지 도 11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데이터 처리(데이터가공 또는 변환)하고 나서, 통신단말(1)에 송신한다(97). 통신단말(1)로부터 PHS 서버(7)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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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터넷서버(10)의 정보획득요구를 송신한다(98). 통신단말(1) 및 PHS 서버간 및 PHS 서버(7) 및 인터넷서버(10) 간

의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획득요구를 데이터 변환하여(99) 인터넷서버(10)로 송신한다. 통신단말(1) 및 PHS 서

버(7) 간 및 PHS 서버(7) 및 인터넷서버(10) 간의 프로토콜이 동일하면, 이러한 데이터변환은 불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서버(10)로부터 PHS 서버(7)로, 요구된 멀티미디어 정보가 송신된다(100). PHS 서버(7)는, 그 멀티미디어

정보가, 상술한 처리(97)와 같이 필터링(데이터처리)된 후, 통신단말(1)에 송신된다(101). 그 후, 98 내지 101의 동작을 반

복함에 의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후, 취소버튼(63)을 누르는 것에 의한 통신단말(1)로

부터 PHS 서버(7)에 통신링크 단절요구가 있으면, 통신단말(1) 및 PHS 서버(7) 간 및 PHS 서버(7) 및 인터넷서버(10) 간

의 통신링크는 단절된다(103,104).

다음에, 통신단말(1)과 서버(7) 사이의 프로토콜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통신단말(1)은, PHS 서버(7)를 통

해 인터넷서버(10)에도 액세스 할 수 있다. 상기의 경우, PHS 서버(7)와 인터넷서버(10) 사이의 프로토콜은, 상술한 바와

같이, TCP/I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통신단말(1)과 PHS 서버(7) 사이의 프로토콜을, TCP/IP과 친화성이

높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CP/IP 그 자체를 통신단말(1)과 PHS 서버(7) 사이의 프로토콜로서 채용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기에서는, 통신단말(1)과 PHS 서버(7) 사이의 프로토콜로서, TCP/IP와 친화성이 높은 독

자적인 프로토콜을 생각한다.

PHS 망(2)에 있어서의 데이터 전송용량은, 32 kbits/sec 내지 128 kbits/sec와, 다른 무선통신방식과 비교하여, 각별히

데이터 전송용량이 크지만, 페이징대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트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데이터의 전송품질이 낮다.

이 때문에, PHS에서 양호한 데이터 전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버스트오류에 대한 대책이 필요 불가결하다. 그런데, TCP/

IP는 고전송품질을 전제로 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신단말(1) 및 PHS 서버(7) 간의 프로토콜로서 채용하면, 상

술한 이유로, 데이터 전송의 실행률이 저하한다. IP(Internet Protocol)는 통신망을 통해, 단말 장치 혹은 서버사이에서 데

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해서, 복수의 노드(서버)를 경유하는 경로정보를 취급하는 프로토콜이지만, 통신단말(1) 및 PHS 서

버(7) 간의 접속은 1 대 1의 접속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IP를 채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통신단말(1) 및 PHS 서버(7) 간의 회선접속용의 프로토콜로서는, 통상 PHS에서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

한다. 통신단말(1) 및 PHS 서버(7) 사이에서, 회선접속이 행하여진 후는, 데이터의 취급으로서, 인터리브, 블럭부호화, 콘

볼루션(convolution) 부호화를 행하는 것에 따라, 피트에러율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프레임 또는 블럭마다 재송신 제어를

행한다. 그리고, 이것들의 처리가 행하여진 데이터를,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인 TCP를 사용하여, PHS 서버(7)로부

터 인터넷서버(10)에 데이터를 전송함에 의해, 통신단말(1) 및 PHS 서버(7) 간과 같은 저품질회선에 있어서, TCP/IP와

등가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PHS 서버(7)와 인터넷서버(10) 간의 TCP에 관해서도,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다. 즉, 도 14는, 그 변경된 TCP의 헤

더정보를 나타낸다. 이 변경된 TCP 헤더는 IP 어드레스 및 포트번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회선을 인식하는 수단

으로서, ID(식별자)를 준비한다. 또한, PHS 서버(7)가 공중통신 회선망(3)에 접속된 서버(9)와 같은 접속형태인 경우, 사

용자의 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PS-ID(개별식별자)(예를들면, 기지국이나 사용자의 식별자 또는 전화번호, 주

소, 경도 및 위도, 개별식별자 등)를 준비한다. 또한, TCP을 사용하여, PHS 서버(7)로부터 인터넷의 서버(10)로 건네지는

데이터 자체가, 상술한 데이터 부호화 등에 의해 통신단말(1) 및 PHS 서버(7) 간의 전송으로, 논리적으로 정보의 에러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송신용 시퀀스번호 및 응답확인번호는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헤더

에는, 헤더길이, 코드비트, 체크섬(검사합계), 윈도우, 옵션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고 있다.

다음에, 도 15를 참조하여, 통신단말(1) 및 방송국(11) 간의 링크에 대하여 설명한다. FM 라디오 방송국이, 음성정보와 동

시에, 각종 정보(예를들면 이벤트정보)를 문자정보의 형으로 방송한다(111). 그 각종 정보가, 특정지역내에 방송하여야 할

정보(이벤트정보, 뉴스 속보 등)가 있는 경우, PHS의 기지국(5)으로부터 제어채널을 사용하여 라디오수신 지시신호(또는

방송국(11)이 방송중에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방송중 신호)가, 통신단말(1)에 송신된다(112). 이 제어채널은, PHS 무선수

신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송신하고 있는 제어채널이라도 좋고, 옵션정보를 송신하는 제어채널이라도 좋다. 또한, 라디오수

신 지시신호(또는 방송국(11)이 방송 중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방송중 신호)는, PHS 서버(7)로부터 기지국(5)을 통해, 통

신단말(1)로 송신해도 된다.

통신단말(1)이 그 라디오 수신 지시신호(또는 방송국(11)이 방송중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방송중 신호)를 전화통신수단

(26)에 따라서 수신하고, 검출수단(28)에 의해서 검출하면, 인터페이스 수단(22)의 표시수단(23)에 라디오 수신지시가 있

는 것(또는 방송국(11)이 방송중에 있는 것)을, 인터페이스 수단(22)의, 예를들면, 표시수단(23)상에서 FM 방송수신 조작

버튼(60)이 점멸표시시키거나 또는 인터페이스 수단(22)에 설치한 경보음 발생수단(도시하지 않음)이 경보음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알린다(113). 사용자가 그 방송국(11)으로부터의 방송을 수신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FM 방송수신 조작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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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60)(도 5)을 눌러, 방송수신수단(27)에 방송국(11)에서의 FM 방송을 수신시켜, 정보표시부(40)에 이벤트정보 등의 목

차를 표시시킨다(114). 어떤 목차에 대응하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통신단말(1)은 PHS 서버(7)에 액세스하여,

그 데이터베이스(7DS)에 축적되어 있는 상세한 정보를 통신단말(1)에 다운로드한다. 이렇게 하여, 통신단말(1)이 폴링

(polling)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수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정보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방송국(11)이 방송중을 나타내는 방송중 신호를 방송하여, 그 방송중 신호를 통신단말(1)의 방송수신수단(27)이 수

신하고, 검출수단(28)에 의해서 검출하도록 해도 된다. 이 경우는, 인터페이스 수단(22)의 표시수단(23)에 라디오 방송중

에서 있는 것을, 인터페이스 수단(22)의, 예를들면, 표시수단(23)에 표시시키거나 또는 인터페이스 수단(22)에 설치한 경

보음 발생수단(도시하지 않음)이 경보음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알린다(113).

또한, 통신단말(1)의 검출수단(28)에 의해서, 수신지시신호 또는 송신중 신호를 검출하였을 때, 방송수신수단(27)을 자동

적으로 수신상태로 하여도 좋다.

다음에, 통신단말(1) 및 개인용 데이터베이스(8) 간의 링크에 대하여 설명한다. 개인용 데이터베이스(8)에는, 예를들면, 스

케줄관리나, 전화번호나, 주소록 등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사용자가 통신단말(1)의 부가서비스 조작버튼(45)(도 4)

을 누르고, 다음에,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조작버튼(59)(도 5)을 누르면, 통신단말(1)로부터 개인용 데이터베이스를 지시하

는 명령이 발생하고, 그 명령이 개인용 데이터베이스(8)로 전송되고, 이것에 의해서, 통신단말(1) 및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8) 간에 통신링크가 확립한다. 사용자에 의한, 가나(Kana), 숫자, 알파벳 등의 문자의 조작버튼(44)을 누름으로써, 통신단

말(1)로부터의 명령을 개인용 데이터베이스(8)로 전송함에 의해, 개인용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원하는 개인정보

를 통신단말(1)에 다운로드시킬 수 있다.

다음에, 외부정보 통신망상의 단말 장치, 예를들면, 인터넷(4)의 서버(10)로부터 PHS 서버(7)에의 액세스에 대하여 설명

한다. 서버(7)는 외부통신 처리수단(3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버(10)는 TCP/IP를 이용하여 PHS 서버(7)에 액세스하

여, PHS 서버(7)의 데이터베이스(7DB)에 축적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의 형태에서는 도 3에 나타내는 것같이 , 데이터 처리수단(33)은 PHS 서버(7)측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도 16

에 나타내는 것같이, 통신단말(1)측에 설치하더라도 좋다. 그 경우의 PHS 서버의 구성은, 도 17에 나타내는 것같이, 데이

터 처리수단(33)이 생략되어 있다.

상술한 실시의 형태에서는 도 3에 나타내는 것같이, 데이터 처리수단(33) 및 외부통신 처리수단(34)이, PHS 서버(7)측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도 18에 나타내는 것같이, 통신단말(1)측에 설치하더라도 좋다. 상기의 경우의 PHS 서버(7)의 구성

은, 도 19에 나타내는 것같이, 데이터 처리수단(33) 및 외부통신 처리수단(34)은 생략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휴대전화 시스템망에 접속되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고, 그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

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전화통신수단 및 그 전화통신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공급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과, 멀티미디어 정보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서버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통신 처리수단, 그 외부통신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가공 또는 변환하는 데이터 처리수단 및 외부통신 처리수단 또는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

어 정보를 휴대전화 시스템망을 통해 휴대형 통신단말로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를 가지기

때문에, 휴대형 통신단말이 소형이고 운반성이 우수하고, 조작성이 양호해져, 휴대형 통신단말에 의해서, 무선전화통신망

또는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된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취득 및 그 취득된 멀티미디어 정보의 인간-기계 인터페

이스 수단으로의 출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휴대형 통신단말에 일부러 터미날 소프트웨어, 뷰어 등을 인스톨하지 않더라도, 휴대형 통신단말이, 외부정보 통신

망에 접속된 통신단말에 액세스하여, 그 통신단말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취득된 멀티미디

어 정보를,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의 출력능력에 따라서 가공 또는 변환한 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에 출력시

킬 수 있는 정보제공장치 및 휴대형 통신단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외부통신 처리수단에는, 인터넷의 프로토콜인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 실장되기 때문에, 외부정보 통신망인 인터넷의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외부통신 처리수단에는, 인터넷의 응용 프로토콜인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이 실장되

기 때문에, 외부정보 통신망인 인터넷의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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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대형 통신단말 및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프로토콜로서, 에러정정 부호를 부가하여 재송신 제어를 행하는 전

송 프로토콜(transmission protocol) 및 송신용 시퀀스 번호 및 응답확인 번호를 사용하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transport protocol)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품질 회선에서의 전송 제어 프로토콜과 등가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소정지역내의 공통정보를 방송하는 방송수단을 설치함과 동시에, 휴대형 통신단말에, 방송수단에서의 방송을 수신

하는 방송수신수단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휴대형 통신단말은 방송수단으로부터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휴대형 통신단말에, 각각 외부에서의 방송수단에 의해서 방송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방송중 신호 또는

그 방송의 수신지시신호를 검출하는 검출수단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방송수단으로부터의 방송을 상시 수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전력소비가 감소되어, 휴대형 통신단말이 전지구동인 경우는, 전지의 수명이 길게 된다.

또한,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에, 외부통신 처리수단에 의해서,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서버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때에, 휴대형 통신단말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소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식별자

를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서버로 전송하는 식별자 전송수단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서

버로부터, 휴대형 통신단말은 그 소재하는 지역에 관련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처리수단은, 문자정보를 음성정보로 변환하는 변환수단이기 때문에, 휴대형 통신단말에 의해서, 외부정보 통

신망에 접속되는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음성정보로서 취득할 수 있어, 휴대형 통신단말의 표시화면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수단; 문자 정보, 정지 화상 정보 또는 동화상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수단; 휴대전화 시스템망에

접속되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고, 해당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전화

통신수단; 및 해당 전화통신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공급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과,

멀티미디어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외부서버에 액세스하여, 해당 서버로부터의 멀티미

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통신 처리수단; 해당 외부통신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해당 휴대형 통신단말이

구비한 재생수단의 재생 능력 또는 표시수단의 표시 능력에 따라 가공 또는 변환하는 데이터 처리수단; 및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 또는 상기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상기 휴대전화 시스템망을 통해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

로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과 상기 외부 서버간의 통신이, 변경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관리 프로

토콜로서 사용하고,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을 응용 프로토콜로서 사용하여 실행되고, 상기 변경된 TCP/IP

는 IP 어드레스 및 포트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헤더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2.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수단; 문자 정보, 정지 화상 정보 또는 동화상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수단; 휴대전화 시스템망에

접속되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고, 해당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전화

통신수단; 해당 전화통신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해당 재생수단의 재생 능력 또는 표시수단의 표시 능력에 따

라 가공 또는 변환하는 데이터 처리수단; 및 상기 전화통신수단 또는 상기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공급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과,

멀티미디어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외부 서버에 액세스하고, 해당 서버로부터의 멀티

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통신 처리수단; 및 해당 외부통신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상기 휴대전화 시

스템망을 통하여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로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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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과 상기 외부 서버간의 통신이, 변경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관리 프로

토콜로서 사용하고,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을 응용 프로토콜로서 사용하여 실행되고, 상기 변경된 TCP/IP

는 IP 어드레스 및 포트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헤더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3.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수단,

문자 정보, 정지 화상 정보 또는 동화상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수단,

휴대전화 시스템망에 접속되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해당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전화통신수단,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외부 서버에 액세스하여, 해당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통신 처리수

단,

상기 전화통신수단 또는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신한 멀티미디어정보를 해당 재생수단의 재생 능력 또는 표시

수단의 표시 능력에 따라 가공 또는 변환하는 데이터 처리수단, 및

상기 전화통신수단,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 또는 상기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공급되는 인간-기

계 인터페이스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과 상기 외부 서버간의 통신이, 변경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관리 프로

토콜로서 사용하고,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을 응용 프로토콜로서 사용하여 실행되고, 상기 변경된 TCP/IP

는 IP 어드레스 및 포트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헤더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통신단말.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에는 인터넷의 프로토콜인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이 실장되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에는 인터넷의 응용 프로토콜인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HTTP)이 실장되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에는 인터넷의 프로토콜인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 실장되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통신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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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에는 인터넷의 응용 프로토콜인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이 실장되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통신단말.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 및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프로토콜로서, 전송 제어 프로

토콜이 사용되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 및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프로토콜로서, 에러 정정 부호

를 부가하여 재송신 제어를 행하는 전송 프로토콜(transmission protocol) 및 송신용 시퀀스 번호 및 응답확인 번호를 사

용하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transport protocol)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소정 지역내의 공통정보를 방송하는 방송수단을 설치함과 동시에,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

에, 상기 방송수단에서의 방송을 수신하는 방송 수신수단을 설치하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에, 각각 외부로부터의 상기 방송 수단에 의해서 방송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나

타내는 방송중 신호 또는 그 방송의 수신지시신호를 검출하는 검출수단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12.

제 3 항에 있어서, 소정 지역내의 공통정보를 방송하는 방송수단에서의 방송을 수신하는 방송 수신수단을 갖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통신단말.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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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각각 외부로부터의 상기 방송수단에 의해서 방송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방송중 신호 또는

그 방송의 수신지시신호를 검출하는 검출수단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통신단말.

청구항 1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에,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에 의해서 상기 외부정보 통신망

에 접속되는 외부 서버에 액세스하여, 해당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때에,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을 사용

하는 사용자가 소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식별자를 상기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외부 서버로 전송하는 식별자 전송

수단을 설치하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1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에 의해서 상기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외부 서버에 액세스하여, 해당 서

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때에,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소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식

별자를 상기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외부 서버로 전송하는 식별자 전송수단을 설치하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통신단말.

청구항 1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수단은, 문자정보를 음성정보로 변환하는 변환수단이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1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수단은, 문자정보를 음성정보로 변환하는 변환수단이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통신단말.

청구항 1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로부터의 액세스

에 대하여 해당 휴대형 통신단말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정보와,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된 통신단말로부터의 액세

스에 대하여 해당 통신단말로 전송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정보가 축적되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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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수단; 문자 정보, 정지 화상 정보 또는 동화상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수단; 휴대전화 시스템망에

접속되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고, 해당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전화

통신수단; 및 해당 전화통신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공급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로부터의 정보를 소정의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변환수단을 갖는 데이터 처리수단; 및 상기 데

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상기 휴대전화 시스템망을 통해 외부 휴대형 통신단말로 전송하는 전송수단

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과 상기 외부 서버간의 통신이, 변경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관리 프로

토콜로서 사용하고,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을 응용 프로토콜로서 사용하여 실행되고, 상기 변경된 TCP/IP

는 IP 어드레스 및 포트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헤더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20.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수단; 문자 정보, 정지 화상 정보 또는 동화상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수단; 휴대전화 시스템망에

접속되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고, 해당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전화

통신수단; 해당 전화통신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소정의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변환수단을 갖는 데이터

처리수단; 및 상기 전화통신수단 또는 상기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공급되는 인간-기계 인터페이

스 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과,

멀티미디어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외부 서버에 액세스하고, 해당 서버로부터의 멀티

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통신 처리수단; 및 해당 외부통신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상기 휴대전화 시

스템망을 통하여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로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하는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과 상기 외부 서버간의 통신이, 변경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관리 프로

토콜로서 사용하고,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을 응용 프로토콜로서 사용하여 실행되고, 상기 변경된 TCP/IP

는 IP 어드레스 및 포트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헤더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21.

음성 정보를 재생하는 재생수단,

문자 정보, 정지 화상 정보 또는 동화상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수단,

휴대전화 시스템망에 접속되는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해당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전화통신수단,

외부정보 통신망에 접속되는 외부 서버에 액세스하여, 해당 서버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신하는 외부통신 처리수

단,

상기 전화통신수단 또는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신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소정의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변환수단을 갖는 데이터 처리수단, 및

상기 전화통신수단, 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 또는 상기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공급되는 인간-기

계 인터페이스 수단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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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통신 처리수단과 상기 외부 서버간의 통신이, 변경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관리 프로

토콜로서 사용하고,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을 응용 프로토콜로서 사용하여 실행되고, 상기 변경된 TCP/IP

는 IP 어드레스 및 포트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헤더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통신단말,

청구항 2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전화 시스템망은 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망이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23.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전화 시스템망은 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망이고,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과 상기 휴대형 통신단말용 서버간의 통신은 에러 정정 부호, 재송신 제어, 전송 시퀀스 번호 및 응답

확인 번호를 갖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통신단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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