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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기지국(30)에서는, OFDM 변조 방식으로 변조된, 디지털 방송 신호에 관한 전송 정보를, 디지털 방송 신호의 주파수대 영

역과는 동일하지 않은 제 2 주파수대 영역에서, 수신 장치(10D)에 송신하고, 수신 장치(l0D)에서는, 디지털 방송 신호의

수신에 앞서, 수신한 전송 정보를 축적부(108)에 축적해 둔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수신기(10D)는, 수신 환경에 따라서, 디지털 방송 신호의 수신에 최적의 전송 파라미터를 즉시 설

정할 수 있어, 디지털 방송 신호의 신속한 동조 및 복조가 가능해진다.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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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되는 제 1 신호를 수신하는 제 1 수신부와,

제 1 주파수 대역과는 다른 제 2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되고, 상기 제 1 신호의 복조 정보를 포함하는 제 2 신호를 수신하는

제 2 수신부와,

상기 복조 정보에 근거하고, 수신한 상기 제 1 신호를 복조하는 복조부를 구비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신호는 상기 프로그램 콘텐츠의 프로그램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제 1 신호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선택하는 선택부와,

수신한 제 1 신호로부터 상기 선택부에서 선택된 프로그램 콘텐츠를 선국하는 튜너부를 더 구비하는

수신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신호의 송신 요구를 송신하는 송신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 2 신호는 상기 송신 요구에 근거하여 송신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수신 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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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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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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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는 OFDM 변조 방식으로 변조된 변조 신호인 수신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상 디지털 방송에 이용되는 OFDM 신호의 전송 시스템 및 통신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위성, 케이블, 지상 등의 전송로를 막론하고, 방송의 디지탈화가 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 중, 유럽이나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방식에서는, 직교 주파수 다중 분할(이하,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전송 방

식을 채용하고 있다.

OFDM 전송 방식은, 심볼 기간마다 서로 직교하는 다수의 캐리어를 전송하는 정보에 의해서 변조하고, 그들의 변조파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캐리어의 수가 많아지면, 각각의 변조파의 심볼 기간이 매우 길게 되어, 멀티패스

간섭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OFDM 전송 방식에 있어서는, 심볼 기간마다 가드 기간이라 불리는 용장인 기간을 마련하고, 심볼간 간섭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의해, 멀티패스 간섭에 대한 내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용장 기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OFDM 신호

의 심볼 기간이 매우 길고, 용장 기간을 부가한 것에 의한 전송 용량의 저하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도 1은 OFDM 신호의 구성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이하에서는,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유효 심볼 기간,

유효 심볼 기간에 가드 기간을 부가한 전체를 심볼 기간이라고 부른다. 도면 중에 해칭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OFDM 신호

의 가드 기간은 유효 심볼 기간의 최후의 부분(복사용 부분)의 신호를 순회적으로 복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도 2를 이용하여 가드 기간이 어떻게 하여 멀티패스 간섭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지를 설명한다. 도면 중의 희망파

및 지연파는 τ인 시간차를 갖고 도래한 OFDM 신호를 나타내고, G1, G2는 각각 제 1 번째, 제 2 번째의 심볼의 가드 기간

을 나타내며, S0, S1, S2는 각각 제 0 번째, 제 1 번째, 제 2 번째의 심볼의 유효 심볼 기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도면 중의

기간 A 및 기간 B에서는 희망파와 지연파에서 상이한 심볼이 수신되지만, 기간 C에서는 동일한 신호가 수신된다. 즉, 시간

차 τ가 가드 기간 길이보다도 짧은 한, 지연파에 의한 심볼간 간섭은 가드 기간 내에 수용되고, 희망파의 유효 심볼 기간에

는 악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

OFDM 전송 방식을 지상 디지털 방송용의 전송 방식으로서 채용한 경우, 이 멀티패스 간섭에 대한 내성이 높다고 하는 특

징을 살려, 단일의 주파수에 의해서 중계망을 구축하는 SFN(Sinde Frequency Network)을 실현할 수 있어, 주파수 자원

의 유효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도 3의 (a)는 대 전력의 중계국을 이용하여 대규모인 SFN을 구축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b)는 소 전력의 중계국을 이용하

여 소규모인 SFN을 구축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도 3의 (a)와 (b)를 비교하면, (a)의 경우인 쪽이 중계국(1A)과 중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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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측과의 사이의 거리가 크고, 각각의 중계국으로부터의 방송파가 수신점(3A)에 도래하기까지의 시간차도 커진다. 따

라서, 도 3의 (a)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대규모 SFN을 구축하는 경우인 쪽이, (b)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소규모 SFN을 구

축하는 경우에 비해, 가드 기간을 길게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드 기간을 길게 취하면, 그만큼 용장인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어떻게든 OFDM 전송 방식의 심볼 기간이 길다고

는 해도, 정보량이 많은 고품위 텔레비전(이하,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영상을 방송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는, 전송 용량의 저하가 문제로 되는 일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SFN을 구축하는 경우에 가드 기간에 의한 전송 용량의 저하를 매우 낮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심볼 기간을

길게 취하는 쪽이 유리하다.

한편,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방식은, 각 캐리어의 변조 방식으로서 차동 이상 위상 시프트 키잉(이하, DQPSK

(Differential Quaternary Phase Shift Keying))을 채용하거나, 시간적으로 인접하는 심볼의 데이터를 시간적으로 분산시

키는 시간 인터리브를 채용하거나 함으로써, 그 전송로 특성이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것과 같은 이동체 수신 환경에서도 안

정한 수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심볼 기간이 짧은 쪽이 전송로 특성의 시간 변동의 영향을 받기 어렵고, 고속의 이동이더라도 안정한 수신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SFN에 있어서 HDTV 영상을 방송하는 경우나, 고속으로 이동하는 이동체를 향하는 서비스를 방송하는

경우 등, 그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최적의 심볼 기간 길이는 상이하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방식에서는,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유효 심볼 기간 길이가 상

이한 3종류의 모드, 및 각각의 모드에 대해 4종류의 가드 기간비(유효 심볼 기간 길이에 대한 가드 기간 길이의 비율)를 준

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계 12종류의 조합을 전송 모드라고 부른다. 이 중, 예컨대, 모드 3의 가드 기간비 1/8과 모드 2

의 가드 기간비 1/4에서는, 가드 기간 길이는 어느 쪽도 동등하게 126μ초로 되어 있다.

방송 사업자의 중계국의 배치가 결정되면, 각각의 중계국으로부터의 방송파가 서비스 에어리어 내의 수신점에 도래하기까

지의 시간차의 최대값을 어림할 수 있어, 그 수치로부터 필요한 가드 기간 길이가 결정된다. 이 수치는 각각의 중계망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 혹은 방송 사업자 등에 따라서 가드 기간 길이 및 그에 따른 유효 심볼 기간 길이가 상이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중계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드 기간 길이가, 예컨대 전술한 126μ초인 경우, 방송 사업자는 모드 3에서 가드 기간비

를 1/8로 할지, 혹은 모드 2에서 가드 기간비를 1/4로 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HDTV 영상을 방송하는 프

로그램에서는, 전송 용량을 모으기 위해 모드 3의 가드 기간비 1/8을 사용하고, 이동체를 향한 서비스를 방송하는 프로그

램에서는, 고속인 이동체에 대해서도 안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드 2의 가드 기간비 1/4을 사용하도록, 프로

그램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이들 2개의 전송 모드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방송 서비스 개시 후, 중계국의 증설에 의해서 중계국간 거리가 줄어들어, 전술한 시간차가 작게 되면 필요한 가드

기간 길이도 짧게 되지만, 가드 기간은 원래 정보의 전송에는 불필요한 용장 기간이기 때문에, 주파수 자원의 유효 이용의

관점으로부터 생각하면, 당연 가드 기간 길이도 필요 최저한인 길이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유효 심볼 기간 길이와 가드 기간비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전송 모드는, 지역 혹은 방송 사업자에 따라서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소정의 하나의 방송 사업자에 관해서도 시간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신측에 있어서의 OFDM 신호의 복조 처리는, 수신 신호로부터 복조에 필요한 기간만을 잘라내어, 그 신호에 대해

고속 퓨리에 변환(이하,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다중 전송된 캐리어를 분리한 후, 각각

의 캐리어의 변조 방식에 따른 검파 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그 처리 과정에서는 유효 심볼 기간 길이 및 가드 기간비라고

하는 전송 모드가 필수적인 정보로 된다.

그래서, 수신 신호의 전송 모드가 기지가 아닌 경우에, 수신 신호 자체로부터 신호 처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전술한 전송

모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특허 공보 제 2863747 호 혹은 특허 공보 제 2879034 호 등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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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헌에 개시되어 있는 종래 기술은, OFDM 신호의 가드 기간이 유효 심볼 기간의 후반부의 신호를 순회적으로 복사

한 것인 것을 이용하여, 수신 신호와 수신 신호를 상정하는 유효 심볼 기간 길이만큼 지연한 신호와의 상관을 산출하고, 이

상관 신호의 파형을 해석함으로써, 유효 심볼 기간 길이 및 가드 기간 길이를 판정하는 것이다.

또한 종래부터,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품의 구입 등 각종의 전자 상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

상거래에서는, 예컨대 홈 페이지에 거래 대상으로 되는 상품을 게재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단말로부터 인터넷 등을 거쳐,

그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함과 동시에, 자신을 특정하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크레디트 번호의 입력이나, 결제 기간에 있어서의 ID의 입력이나, 대금 상황 등의 결제 방법을 지정한다. 홈 페이지

의 운용 기관(센터)은, 이러한 입력의 완료를 갖고 상품의 발주를 행하여, 발주를 받은 업자가 상품을 사용자에게 보냄과

동시에, 지정된 결제 방법으로 요금의 지불을 받는다.

그러나 상술한 OFDM 방식을 이용한 전송 방식에서는, 일단 OFDM 신호를 수신하여, 그 수신 신호로부터 전송 모드를 판

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소망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나서 그 정보를 얻을 때까지 요하는 시간에, 상기 판정을 위한 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즉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방송 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전송 모드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 직후에는 일단

복조 처리가 파탄하게 되어, 그 상태로부터 다시 전송 모드의 판정 처리로 이행하여, 판정 결과가 얻어지고 나서 겨우 전송

모드 전환 후의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긴 시간 중단된다.

또한 상술한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는, 보안성의 확보나 결제의 번잡함이 문제로 된다. 보안성의

관점에서는, 예컨대, 크레디트 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조 등의 불안이 있다. 또한 결제의 관점에서는, 간단한 작업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면 보안성의 신뢰성이 저하한다. 그리고 보안성과 결제의 용이함을 실현하고자 하면, 시스템 구성이 대형

화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목적은, 보안성의 신뢰성과 결제의 용이함을 양립할 수 있는 간단한 구성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 목적은, 휴대 단말에, 상품 정보나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신한 정보에 근거한 바코드를

형성하는 바코드 형성부를 마련하고, 바코드 형성부에 의해 형성한 바코드를 표시부에 표시하며, 이 바코드를 점포 단말

등에 마련된 바코드 판독 장치로 판독함으로써 전자 상거래를 행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지상 디지털 방송에 이용되는 OFDM 신호의 전송 시스템 및 통신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OFDM 신호의 구성을 나타내는 모식도,

도 2는 가드 기간의 효과의 설명에 제공하는 모식도,

도 3의 (a)는 대규모 SFN의 구성을 나타내는 모식도,

도 3의 (b)는 소규모 SFN의 구성을 나타내는 모식도,

도 4는 지상 디지털 방송 방식에 있어서의 각 모드의 유효 심볼 기간 길이에 대한 가드 기간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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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5의 OFDM 복조부의 내부 구성 예를 나타내는 블럭도,

도 7은 TMCC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의 (a)는 도 5에 있어서의 CPU의 프리셋 모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8의 (b)는 도 5에 있어서의 CPU의 시청 모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9는 도 5에 있어서의 축적부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OFDM 전송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있어서의 OFDM 전송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3은 도 12의 CPU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4는 프로그램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있어서의 T 모드 휴대 전화 시스템의 전체도,

도 16은 T 모드 휴대 전화의 이동과 복수의 서비스 에어리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제 5 실시예에 있어서의 휴대 기지국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8의 (a)는 대기 모드시의 수신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18의 (b)는 통화 모드시의 수신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19는 송신 정보와 전송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의 (a)는 통상의 방송국의 대역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의 (b)는 부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대역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의 (c)는 데이터 방송 전용국의 대역도,

도 21은 T 모드 휴대 전화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2는 전송 정보의 패턴 테이블과 빈도 관리와 시간 관리 테이블을 나타내는 도면,

도 23은 송신 정보와 제 1, 제 2 전송 정보를 입수하는 순서의 플로우차트,

도 24는 전송 정보를 패턴 정보화하는 순서의 플로우차트,

도 25는 전계 강도 관리 방식의 전송 정보가 입수하는 순서의 플로우차트,

도 26은 빈도 관리 방법의 전송 정보를 입수하는 순서의 플로우차트,

도 27은 송신 정보와 제 1, 제 2 전송 정보를 입수하는 순서의 플로우차트,

도 28은 송신 정보와 제 1, 제 2 전송 정보를 입수하는 순서의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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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는 전송 정보를 패턴 정보화하는 순서의 플로우차트,

도 30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와 가상 상점과 실재 상점의 인증 순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1의 (a)는 제 6 실시예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의 메뉴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31의 (b)는 바코드 모드시의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31의 (c)는 항공권 선택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31의 (d)는 음악회 선택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31의 (e)는 어트랙션 선택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32의 (a)는 주 표시부의 표시 피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32의 (b)는 주 표시부의 화소를 나타내는 도면,

도 32의 (c)는 부 표시부의 화소를 나타내는 도면,

도 32의 (d)는 부 표시부의 표시 피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33의 (a)는 도 32의 표시 소자의 A-A'면의 단면도,

도 33의 (b)는 도 32의 표시 소자의 B-B'면의 단면도,

도 34는 바코드 판독 장치의 설명에 제공하는 도면,

도 35는 광 검지부와 표시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36은 표시부의 표시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37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현실 상점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8은 입장 처리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39의 (a)는 휴대 전화의 메뉴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39의 (b)는 바코드 모드시의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40은 휴대 전화의 화면 표시의 플로우차트,

도 41은 휴대 전화의 화면 표시의 플로우차트,

도 42의 (a)는 휴대 기기의 평면도,

도 42의 (b)는 바코드 표시의 설명에 제공하는 도면,

도 43의 (a)는 소정 간격을 갖고 각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의 바코드 화면 표시의 타이밍차트,

도 43의 (b)는 데이터의 선두만 간격을 갖고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의 바코드 화면 표시의 타이밍차트,

도 44는 바코드 화면 표시의 타이밍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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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의 (a)는 바코드 화면 표시의 타이밍차트,

도 45의 (b)는 바코드 판독 장치에 의한 검출 신호를 나타내는 도면,

도 45의 (c)는 반사 광량을 나타내는 도면,

도 46의 (a)는 전자 머니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6의 (b)는 암호화된 전자 머니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7은 로컬 통신으로 바코드를 자동 표시하는 경우의 휴대 전화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48의 (a)는 바코드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의 확립을 행하는 휴대 전화의 처리 순서를 나

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48의 (b)는 바코드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의 확립을 행하는 POS 단말의 처리 순서를 나

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49의 (a)는 난수를 세션 ID로서 바코드로 표시하여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의 확립을 행하는 휴대 전화의 처리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49의 (b)는 난수를 세션 ID로서 바코드로 표시하여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의 확립을 행하는 POS 단말의 처

리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50은 로컬 통신으로 바코드를 자동 표시하는 경우의 휴대 전화의 처리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51은 로컬 통신으로 바코드를 자동 표시하는 경우의 쿠폰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 블록도 중의 각각의 블럭의 동작에 필요한 클럭이나 제어 신호 등은,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면이 번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있다.

(1) 제 1 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A)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는, 지역 혹은 방송 사업자 등에 따라서 전송 모드는 상이하지만, 프로그램 단위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단시간적으

로 전송 모드는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가정내 등의 고정 수신 환경에서의 이용을 상정하는 것이다.

도 5에 있어서, 안테나(101)는, 디지털 방송 신호를 튜너(102)의 입력에 공급한다. 이 튜너(102)는, 안테나(101)로부터 공

급된 디지털 방송 신호로부터 사용자가 소망하는 채널의 신호를 선택하여, 무선 주파수대로부터 기저 주파수대로 주파수

변환하는 것으로, 그 출력은 OFDM 복조부(103)의 입력에 공급된다. OFDM 복조부(103)는, 기저 주파수대의 디지털 방송

신호에 대해 복조 및 오류 정정 등의 처리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전송 정보 계열을 재생하는 것으로, 그 출력은 정보원 복

호화부(104)의 입력에 공급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전송 정보 계열은 MPEG2(Moving Picture Experts Gro up 2)의 트랜스포트 스트림(이하, TS

(Transport Stream))이라고 하는 형식의 것으로, 그 중에는 고능률 부호화(압축)된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 및 데이터 등

이 다중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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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복호화부(104)는, 전송 정보 계열을 영상 정보, 음성 정보, 및 데이터로 분리하여, 고능률 부호화된 영상 정보 및 음

성 정보를 각각 복호한 후, 출력부(105)의 입력에 공급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정보 버스(110)를 통하여 CPU(Central

Processing Unit)(107)에 공급한다. 출력부(105)는, 복호된 영상 및 음성, 혹은 CPU(107)로부터의 메세지 등을 사용자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다.

입력부(106)는, 사용자로부터의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CPU(107)에 전달하는 것이다. CPU(107)는, 입력부로부터의 사

용자 지시 등에 근거하여, 제어 버스(109)를 통하여 각 블럭을 제어한다. 또한 CPU(107)는, 정보 버스(110)를 통하여, 정

보원 복호화부(104)에 있어서 분리된 데이터를 수취하거나, 사용자에 제시하는 메세지 등을 출력부(105)로 출력한다. 축

적부(108)는, 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A)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다.

여기서 입력부(106)는, 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A) 그 자체가 구비하는 버튼 등 뿐만 아니라, 외부의 리모트 컨트롤 등

이 구비하는 버튼이나 리모트 컨트롤과 본체와의 인터페이스도 포함한다.

도 6은 도 5에 있어서의 OFDM 복조부(103)의 내부 구성 예이며, 튜너(102)의 출력은 OFDM 복조부(103) 내부의 직교 검

파부(1031)의 입력에 공급된다. 직교 검파부(1031)는, 기저 대역의 디지털 방송 신호를 직교 검파하는 것에 의해, 동상축

(이하, I(In phase)축) 신호와 직교축(이하, Q(Quadrature phase)축) 신호로 이루어지는 복소수 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

그 출력은 가드 기간 제거부(1032)에 공급된다. 가드 기간 제거부(1032)는, 제어 버스 인터페이스(I/F)부(1037)로부터의

가드 기간 길이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직교 검파부(1031)의 출력으로부터 가드 기간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출력은 고

속 퓨리에 변환(이하, FFT(Fast Fourier Transform))부(1033)의 입력에 공급된다.

FFT부(1033)는, 제어 버스 I/F부(1037)로부터의 유효 심볼 기간 길이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가드 기간이 제거된 신호

를 FFT하는 것에 의해, 다중 전송된 캐리어를 분리하는 것으로, 그 출력은 검파부(1034)의 제 1 입력 및 복조 정보 복호부

(1036)의 입력에 공급된다.

검파부(1034)는, 제 2 입력으로부터 공급되는 복조 정보(각각의 캐리어 변조 방식)에 근거하여, 제 1 입력으로부터 공급되

는 각각의 캐리어에 검파 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출력은 오류 정정부(1035)의 제 1 입력에 공급된다. 오류 정정부

(1035)는, 제 2 입력으로부터 공급되는 복조 정보(시간 인터리브의 깊이나 오류 정정의 부호화율 등)에 근거하여, 제 1 입

력으로부터 공급되는 검파 결과에 오류 정정 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출력은 OFDM 복조부(103)의 출력으로서 정보

원 복호화부(104)의 입력에 공급된다.

복조 정보 복호부(1036)는, FFT부(1033)의 출력으로부터 복조 정보를 전송하는 캐리어를 추출하고, 그것에 대해 검파/오

류 정정 처리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복조 정보를 복호하는 것으로, 그 출력은 검파부(1034) 및 오류 정정부(1035)의 제 2

입력에 공급된다.

제어 버스 I/F부(1037)는, 제어 버스(109)를 통하여 전달되는 CPU(107)로부터의 제어 정보를 해석하고, 가드 기간 제거

부(1032)나 FFT부(1033)에 가드 기간 길이나 유효 심볼 기간 길이에 관한 전송 모드 정보를 공급한다.

실제로는, 검파부(1034) 등의 블럭이라도 동작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전송 모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도 6에서는 도면이 번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있다. 또한, OFDM 복조부(103)가 동작하기 위해

서는, 캐리어 주파수 동기나 샘플링 주파수 동기, 및 심볼 동기나 프레임 동기라고 하는 동기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마찬가지의 이유로 생략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방식에서는, 복조 정보를 TMCC (Transmission and Modulation Configuration

Control)라고 불리는 신호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있고, 그 내용을 도 7에 나타낸다.

다음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의 동작에 대해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

는 그 동작 상태로서, 적어도 프리셋 모드와 시청 모드를 구비한다.

도 8은 CPU(107)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며, (a)는 프리셋 모드에 있어서의 동작을 나타내고, (b)는 시청 모드에

있어서의 동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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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모드에서는, 우선, 입력부(106)로부터 현재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한다(단계 S1). 다음에, 특정된 현재지

에 대응하는 선국 정보의 선두 어드레스 A 및 정보 수 n을 취득하고(단계 S2), 입력부(106)가 구비하는 버튼 0으로부터

(n-1)로, 선국 정보의 어드레스 A로부터 A+(n-1)를 순서대로 할당한다(단계 S3, S4, S5, S6).

여기서, 현재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로서는, 주소, 우편 번호, 전화 번호 등이 이용되고, 축적부(108)에는, 그들의 정보와

각각의 지역에 대응하는 선국 정보의 선두 어드레스 및 정보 수를 관련짓는 정보가 미리 축적되어 있고, CPU(107)는 그

정보를 참조하는 것에 의해, 현재지에 대응하는 선국 정보의 선두 어드레스 및 정보 수를 취득할 수 있다.

시청 모드에서는, 우선, 입력부(106)로부터 프리셋 모드에 있어서 선국 정보 어드레스가 할당된 버튼 j의 입력을 취득한다

(단계 S11). 다음에, 버튼 j에 할당된 어드레스 A+j에 액세스하고(단계 S12), 축적부(108)로부터 어드레스 A+j의 선국 정

보를 취득한다(단계 S13). 그리고, 튜너(102)에 주파수 정보 Fj를 전달하고(단계 S14), OFDM 복조부(103)에 전송 모드

정보 Mj를 전달한다(단계 S15).

도 9는 축적부(108)의 내용, 및 입력부(106)가 구비하는 버튼으로의 할당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면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각의 어드레스에는, 선국 정보로서, 주파수 정보 및 전송 모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본 실시예의 구성에 의하면, 사용자가 소망하는 방송국을 선택하고 나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

여, 그 수신 신호로부터 전송 모드를 판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즉응하여 소망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이상에서는, 축적부(108)에 선국 정보를 축적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특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제조시 등에 미리

축적해 두는 방법이라도 좋고, 선국 정보를 수시 갱신하는 방법이라도 좋다.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면, 방송 서비스 개시

후, 중계국의 증설에 의해서 중계국간 거리가 줄어들어, 가드 기간 길이가 변경되도록, 어느 정도 장기적인 전송 모드의 변

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선국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으로서는, 디지털 방송 신호 중의 전송 정보 계열로 선국 정보를 다중화하는 방법,

별도 통신 수단을 마련하여 통신회선 경유로 입수하는 방법, 혹은 기록 매체를 거쳐서 입수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제 2 실시예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0에 있어서, 도 5

와 동일한 부호를 부여한 구성 요소는 제 1 실시예과 동일한 동작을 행한다.

본 실시예는, 지역 혹은 방송 사업자 등에 따라서 전송 모드는 상이하지만, 프로그램 단위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단시간적으

로 전송 모드는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자동차나 휴대 등의 이동 수신 환경에서의 이용을 상정하는 것이다.

또한, 본 실시예는, 전지구적 측위 시스템(이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하여 현재지를 특정하는 것 이

외에는,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동작을 행하는 것이다.

도 10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B)의 GPS용 안테나(111)는, GPS 위성(20A, 20B, 20C)으로부터의 신호를

GPS 처리부(112)의 입력에 공급한다. GPS 처리부(112)는, GPS 위성(20A, 20B, 20C)으로부터의 신호 중에 포함되는 유

사 랜덤 부호를 이용하여 각각의 위성으로부터의 신호의 도래 시간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 각각의 위성과의 거리를 구하

고, 삼각 측량의 원리에 근거하여 현재지를 특정한다. CPU부(107)는,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프리셋 모드에 있어서,

GPS 처리부(112)가 특정한 현재지를 사용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본 실시예의 구성에 의하면, 사용자가 소망하는 방송국을 선택하고 나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

여, 그 수신 신호로부터 전송 모드를 판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즉응하여 소망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에 부가하여, 현재지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과 같은 이동 수신 환경에 있어서도, GPS를 이용하는 것에 의

해 항상 현재지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의 입력을, 이동에 따라 빈번하게 실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3) 제 3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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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의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1에 있어서, 도 5

와 동일한 부호를 부여한 구성 요소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동작을 행한다.

본 실시예는, 제 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지역 혹은 방송 사업자 등에 따라서 전송 모드는 상이하지만, 프로그램 단위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단시간적으로 전송 모드는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자동차나 휴대 등의 이동 수신 환경에서의

이용을 상정하는 것이다.

또한 본 실시예는, 셀 방식에 의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위치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현재지를 특정하는 것 이외에

는,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동작을 행하는 것이다.

셀 방식에 의한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이란, 서비스 에어리어를 다수의 셀이라고 불리는 작은 에어리어로 분할하여, 각각

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사용자의 이동에 맞추어 추적 접속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복수의 셀에 걸쳐

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기가 어느 셀에 존재하는가를 항상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셀이 변하더라도 유연하게

통신을 계속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제어 기술로서, 위치 등록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위치 등록에 있어서 이동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자기 내에 등록함과 동시에, 네트워크에

도 통지한다. 그 후, 위치 변경을 검지한 경우, 이동기는 자기 내의 위치 등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네트워크에도 통지한다.

또한, 이동기의 전원 오프 후, 다시 전원을 온으로 한 경우, 그 때의 기지국으로부터의 위치 정보를 자기 내의 위치 정보와

비교하여, 다르게 된 경우에는 자기 내의 위치 등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새로운 위치 정보를 네트워크에 통지한다.

도 11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C)의 무선 통신용 안테나(113)는, 무선 통신 기지국(30)으로부터의 신호를 무

선 통신 인터페이스(I/F)부(114)에 공급함과 동시에, 무선 통신 I/F부(114)로부터 공급되는 신호를 무선 통신 기지국(30)

으로 방사한다. 무선 통신 I/F부(114)는 무선 통신용 안테나(113)로부터 공급되는 무선 통신 기지국(30)으로부터의 신호

에 포함되는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현재지를 특정하여 그 정보를 CPU(107)에 전달한다. CPU부(107)는, 제 1 실시예에

서 설명한 프리셋 모드에 있어서, 무선 통신 I/F부(114)로부터 전달된 현재지 정보를 사용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본 실시예의 구성에 의하면, 사용자가 소망하는 방송국을 선택하고 나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

여, 그 수신 신호로부터 전송 모드를 판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즉응하여 소망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가능해지는 것에 부가하여, 현재지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과 같은 이동 수신 환경에서도, 셀 방식의 이동 무선 통신에

있어서의 위치 등록 기능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항상 현재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의 입

력을, 이동에 따라 빈번하게 실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4) 제 4 실시예

도 12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있어서의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2에 있어서, 도 5

및 도 11과 동일한 부호를 부여한 구성 요소는 제 1 실시예 및 제 3 실시예와 동일한 동작을 행한다.

본 실시예는, 지역 혹은 방송 사업자 등에 따라서 전송 모드가 상이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단위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단시간

적으로 전송 모드가 변화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자동차나 휴대 등의 이동 수신 환경에서의 이용을 상정하는 것이다.

또한 본 실시예는, 전송 모드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방송과는 다른 회선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선국시에 그 정

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 12에 있어서, 프로그램 정보 배신 센터(50)는, 방송국(60)으로부터 통신회선(40)을 통하여, 프로그램 정보를 취득/축적

하고,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D)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상기 프로그램 정보를 배신한다.

한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D)는, 제 1 내지 제 3 실시예와는 달리, 동작 상태로서 프리셋 모드를 구비하지 않고, 사용

자가 소망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3은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D) 중의 CPU(107)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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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력부(105)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메뉴를 제시한다(단계 S20). 그리고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을 소망한 경우(단계

S21, S23), 무선 통신 I/F부(114) 및 무선 통신용 안테나(113)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정보 배신 센터(50)로의 프로그램 정

보 배신의 요구를 송신한다(단계 S23). 이 때, 실시예 3에 있어서 설명한 위치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요구와 함께 현재지

를 통지한다.

프로그램 정보 배신 센터(50)는, 무선 통신 기지국(30) 및 통신 회선(40)을 통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D)로부터의

배신 요구 및 현재지를 수취하면, 그 현재지에서 수신 가능한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통신 회선(40)

및 무선 통신 기지국(30)을 통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D)에 배신한다(단계 S23).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D) 중의 CPU(107)는, 프로그램 정보 배신 센터(50) 로부터의 프로그램 정보를, 무선 통신용 안

테나(113) 및 무선 통신 I/F부(114)를 통하여 취득하고, 그 정보를 축적부(108)에 축적(단계 S24)함과 동시에, 출력부

(105)를 통하여 현재지에 있어서 수신 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단계 S25).

그리고, 사용자가 상기 리스트 중에서 소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단계 S26), 축적부(108)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에 대

응하는 선국 정보를 취득하며(단계 S27), 튜너(102)에 주파수 정보를 전달하고(단계 S28), OFDM 복조부(103)에 전송 모

드 정보를 전달한다(단계 S29).

도 14는 프로그램 정보 내용의 일례를 나타낸다. 이 예에서는 프로그램 정보로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콘텐츠 정보로

서 타이틀 및 장르를, 선국 정보로서 주파수 정보 및 전송 모드 정보를, 시각 정보로서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본 실시예의 구성에 의하면, 프리셋 동작을 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이 가능해지는 것에 부가하여, 현재지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과 같은 이동 수신 환경에서도, 셀 방식의 이동 무선 통신에

있어서의 위치 등록 기능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항상 현재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의 입

력을, 이동에 따라 빈번하게 실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프로그램 정보를 현재의 프로그램으로부터, 24 시간 이내 혹은 일주일 이내와 같이, 어느 정도 목적지까지의 예정을 포

함해서 배신하도록 행하고,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OD)가 그 내용을 축적부(108)에 축적하면, 사용자가 미리 소망하는

프로그램을 예약해 두고, 개시 시각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시한다고 하는 동작도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프로그램 정보로서 선국 정보를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짓는 것을 설명했지만, 지역 혹은 방송 사업

자 등에 따라서 전송 모드는 상이하지만, 프로그램 단위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단시간적으로 전송 모드는 변화하지 않는 경

우를 상정하면, 프로그램 정보 배신 센터(50)는, 선국 정보를 방송 사업자에 대해 관련지은 정보를 배신하고,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10D)는, 제 1 내지 제 3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그 정보를 입력부(106)의 버튼 등에 할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할당을 행한 후, 전송 모드가 변화되거나, 혹은 이동에 의해 현재지가 변화된 경우에는, 디지털 방송 수신 장

치(10D)는, 수신 불가로 된 취지를 출력부(105)를 통하여 사용자에 통지함과 동시에, 다시 프로그램 정보 배신 센터(50)에

정보의 배신을 요구하여, 새로운 리스트의 제시, 및 할당하는 정보의 갱신을 행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에 대한 편리성의 향

상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제 5 실시예

제 5 실시예에 있어서는, CPU에서 구성되는 전송 정보 관리부가 실행하는 전송 정보의 매니지먼트에 대해 설명한다. 전송

정보의 빈도 관리, 사용 후의 경과 시간 등의 시간 관리, 전계 강도 관리, 채널의 지역 식별 서비스 내용 등의 관리와 예측이

나, 패턴화한 정보에 의한 정보 압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다. 전송 정보는 형태 전화의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 데이

터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으로부터의 송신 데이터의 어느 하나 또는 쌍방에 포함되지만, 실시예에서는 휴대 전화 기지국으

로부터 송신한 경우의 예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5-1)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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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텔레비전 수신형 휴대 전화(501)와 지상파 텔레비전국(502)과 휴대 기지국(503)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체도이

다. 지상파 텔레비전국(502)으로부터는, 다운 링크의 일 방향인 방송 신호(504)가 휴대 전화(501)에 보내어지고, 이 방송

신호(504)의 특정 채널 데이터의 일부를 부분 수신한다. 또한, 방송 신호(504)는, 고정 안테나(514)를 갖는 고정 수신기,

즉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505)에도 보내어진다.

(휴대 수신) 한편, 텔레비전 수신형 휴대 전화(501)는, 자신의 근방의 하나 또는, 복수의 휴대 기지국(503, 503a, 503b)으

로부터의 전파인 다운 링크 신호(506, 506a, 506b)를 수신함과 동시에, 휴대 기지국(503, 503a, 503b)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 국으로, 업 링크 신호(507, 507a, 507b)를 송신한다. 그리고 휴대 기지국(503)은 휴대 제어부(510)를 거쳐서 공중망

(511)에 접속된다. 특정한 휴대 전화 서비스 회사에서는, 서버(512)를 거쳐서 인터넷(513)에 접속된다.

(고정국 수신)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용 텔레비전과 같이 감도가 높은 고정 안테나(514)를 갖는 디지털 텔레비전의 텔레

비전 수신기(505)에서도 수신하는 경우는, 전술한 부분 방송의 수신이 아니라 특정한 채널 중의 전부의 데이터를 수신한

다. 일부의 텔레비전 수신기(505)는 전화 회선을 거쳐서 지역의 고정 전화국(515)에 접속되고, 공중망(511)을 거쳐서 인

터넷(513)에 접속 가능하다.

전술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휴대 전화(501)에서 수신하는 경우와, 고정된 텔레비전 수신기(505)에서 수신하는 경우에

서는 수신 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 텔레비전 수신형 휴대 전화(501)에서 수신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이동하는 점이다. 전

술한 SFN(Single Frequency Network)의 채널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 도 1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수신기가 차례차례로

이동하여, 다음 방송국의 서비스 에어리어로 이행하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정보를 갖는 동일 주파수의 텔레비전 전파를 수

신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수신에 지장은 없고, 이동하더라도 심리스(seamless)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SFN이 아닌 채널의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포지션 1(도 16)로부터 포지션 5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래 방법에서는 포지션 2로부터 포지션 3 사이의 소정의 지점에서, 전계 강도 저하 때문에 제 1 텔레비전국(502)

의 전파를 수신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텔레비전 수신형 휴대 전화의 사용자는 튜너에서 주파수를 전환하여, 방송하고 있는 채널을 찾으려고 조작을 시도

한다. 이제 제 2 텔레비전국(502a)의 존재를 알고, 수신하고자 한다. 그러나 방송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인 경우, 아날로

그 방송과 달리 주파수를 합한 것만으로는 수신할 수 없다. 가드 타임이나 오류 부호화 이득 등의 전송 정보의 파라미터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물리층을 수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종래 방식의 텔레비전 수신형 휴대 전화인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로 변경하여,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어느 파라미터가 적합한지를 찾고자 한다.

파라미터는 수십 종류 내지 수천 종류의 조합이 있다. 이 때문에, 파라미터 매칭에 시간이 필요하다. 수신 신호의 제 1 계층

의 복조 정보를 얻은 후에는, 제 2 이상의 계층을 복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파라미터

결정에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포함하면 이 동안, 예컨대, 수초 내지 최대 수십 초 사이 텔레비전 수신 신호의

출력이 불가능하게 된다. 수신할 수 있었던 채널이 사용자가 소망하는 서비스를 방송하지 않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의 채

널로 전환하여 원하는 서비스의 채널을 찾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의 결정에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또한 여분으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휴대 기지국(503)의 다운 링크 신호(506) 중에서 적어도 기지국 ID를 수신하고, 기지국 ID로부터 위치 정

보를 얻거나, 위치 정보로부터 텔레비전 방송의 변조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전송 정보를 얻어 복조한

다. 또는, 미리 휴대 전화에 기록된 대응 리스트인 전송 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얻어진 기지국 ID에 대응하는,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국의 전송 정보를 판독하는 것에 의해, 채널 복조시의 순서를 스킵할 수 있다. 따라서, 채널의 수신

시간이나 채널의 전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서 도 17에 휴대 전화의 기지국(503)의 구성을 나타낸다. 휴대 기지국안테나(516)와 기지국 송/수신 회로(517)와

ATM(Asynchronous Transmission Mode) 등으로 회선 접속된 RNC(Radio Network Controller)라고 불리는 통신 제어

부(518)와, 백본(backbone)(519)에서 접속된 PDSL(파나소닉 디지털 소프트 래보러터리)(520)를 갖는다. 이들은 휴대 전

화의 통신에 있어서 필요한 블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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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기지국(503)으로부터는 도 18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데이터가 발신된다. 즉, 도 18의 (a)의 송신 데이터의 대기 모드

시의 기본 정보인 휴대 전화용 데이터(522)나, 도 18의 (b)의 통화 모드시의 기본 정보인 휴대 전화용 데이터(523)에는,

기지국 ID(521) 또는 기지국 번호(521)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지국 ID는 모든 휴대 전화의 서비스 에어리어에서 수신 가

능하고, 이 기지국 ID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보조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대응하고 있는 기지국(503)은 텔레비전 수신에 필요한 텔레비전 수신용의 전송 정보 데이터(524)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송신한다. 이들의 전송 정보는, 텔레비전 방송 신호 중에 다른 방송국의 전송 정보를 송신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 일단 텔레비전 수신에 성공하면 다른 국의 전송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 송신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

어진다. 그러나 텔레비전 수신이 일단 중단하면 기지국의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5-2) 제 1, 제 2 전송 정보의 설명

도 18의 텔레비전 수신용 데이터(524)를 설명한다. 도 19는 이 텔레비전 수신용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을 OFDM 방식의

일본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규격인 ISDB-T 규격에 준하여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DVB 규격 등의 OFDM 방식의 텔레

비전 방송 규격도 마찬가지의 파라미터를 갖는다.

도 18의 (a)는 휴대 전화의 대기 모드시의 송신 데이터이며, 제 1 내성이 강한 채널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용 데이터(522),

즉 기지국을 식별하기 위한 기지국 ID(521)와, 비어 있는 휴대 전화용의 통신 채널의 데이터를 송신한다. 전술한 바와 같

이 본 발명에 대응한 휴대 기지국에서는, 이것에 부가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동조 복조에 필요한 텔레비전 수신용

데이터(524)를 송신한다.

텔레비전 수신용 데이터(524)에는, 현재 송신중인 텔레비전 방송국의 채널을 나타내는 송신 정보(528)가 포함된다. 송신

정보(528)에는, 현재 방송중인 모든 체널의 채널 ID가 포함된다. 송신중인 채널(527)은, 고정 수신국 뿐만 아니라, 전차나

자동차에 있어서도 수신되어, 이용된다. T 모드 휴대 전화를 향해 전용인 부분 방송을 서비스중의 방송국의 채널 ID에 한

정하면, 정보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의 예로서 ISDB-T 규격의 경우를 나타낸다. 도 20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6 MHz 또는 8 MHz의 하나의 방송

대역으로, 동일한 전송 내성으로 고해상도의 텔레비전 방송인 HD 방송 1 채널 또는, 통상 해상도의 텔레비전 방송인 SD

방송 4∼5 채널의 방송 데이터(528)를 보내기 때문에, 송신중인 채널(527)이어도 좋다.

그러나, 실시예에서는, 도 20의 (b)와 같이, 13 세그먼트 중, 1개 또는 2개의 특정한 부분 세그먼트(529)를, 다른 일반 세

그먼트(530)보다 내성을 강하게 한다. 예컨대, 변조 방식을 일반 세그먼트에는 64QAM을 이용하는 데 대해, 특정한 부분

세그먼트에는 QPSK을 이용하거나, FFT 사이즈를 전자에게는 8K를 이용하는 데 대해 후자에게는 2K를 이용하는 등의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정보 전송 효율을 낮추어 내성을 강하게 한다.

이 계층형 방송을 본 실시예에서는 "부분 전송" 또는 "부분 방송"이라고 부른다. 부분 세그먼트(529)는 내성이 강한 파라미

터로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 전화의 안테나(531)(도 21)와 같은 소형의 안테나에서도 수신할 수 있다. 한편으로, 부분

방송의 경우 사용 주파수대가 좁고 또한 전송 효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송 데이터 용량은 수백 Mbps 내지 약 1Mbps 강

도로 되어 대폭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휴대 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경우, 표시 화면이 1인치 내지 수인치로 작은 것과 수십 Kbps 내지 수백 Kbps와

같은 낮은 전송 레이트로 압축 효율이 좋은 MPEG4나 웨이블렛 방식을 채용하는 것에 의해 시청에 지장이 없는 화질의 화

면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도 20의 (c)와 같이 단독의 1 세그먼트(532)나 3개의 세그먼트를 이용한 데이터 방송이 ISDB-T에서 정의되어 있으

나 이들도 "부분 전송"과 마찬가지로, 휴대 수신에 적합하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들의 데이터 방송도 "부분 전송"에 포함시

켜 부른다.

도 18로 되돌아가서, 송신 정보(528)의 중에는, 이러한 이동체 수신의 휴대 전화를 향하는 상술한 부분 전송중인 채널

(533)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방송중인 채널 번호(이하 ch라 약칭함)는 각 국에서 할당된 주파수대를 나타낼 뿐이다. 예컨

대, 15ch를 방송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서로 간섭하지 않는 분만큼 떨어진 별도의 지역에서는, 별도의 방송국이 15ch,

즉 동일한 채널, 즉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완전히 다른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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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에 있어서의 텔레비전 수신에 있어서는 이동으로 인해 양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일 ch의 방송국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정보(534)를 부가한다. 이것에 의해, 처음으로 각각의 방송국을 특정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15ch

에서도 지역 A의 전자를 15-1ch라 정의하고, 지역 B의 후자를 15-2ch라 정의한다.

이와 같이 동일 주파수로 지역별로 상이한 방송국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부가하여 각 방송국의 채널을 정의하면, 동

일한 주파수대, 즉 채널을 이용하는 지역이 상이한 방송국을 서로 식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채널 방송국의 오인에

의한 잘못된 전송 파라미터의 설정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대응한 기지국은 채널마다의 전계 강도 정보(535)를 송신한다. 이 정보를 수신기측에서 관리하는 것에 의

해 전계가 강한 채널 그룹으로부터 우선도를 높게 하여 수신 채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한 수신이 가능하다.

다음에 복조하는 데 필요한 전송 정보에 대해 도 18, 도 19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서술한다. 제 1 전송 정보(526)는, 도 19

또는 도 1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송신하는 채널을 나타내는 송신 주파수(536), 부분 방송 식별자(550), FFT 사이즈(537)

, 심볼 시간과 가드 인터벌과의 기간 비율을 나타내는 가드비(538), 방송 안테나의 송신 전력(539)이 포함된다.

도 1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 1 전송 정보(526)에 의해 각종 파라미터를 방송하거나 복조하기 전에 알 수 있다. 이 때문

에 1회째의 파라미터 설정으로, OFDM이나 PSK에서의 계층 전송의 제 1 층의 데이터가 복조된다. 동시에 제 2 층을 복조

하기 위한 복조 정보(541), 예컨대 ISDB-T 규격의 TMCC 데이터나 DVB 규격의 TPS 데이터 등을 제 1 층으로부터 복조

한 데이터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복조 정보에 의해 모든 데이터를 복조할 수 있다.

휴대 전화나 자동차 용도와 같은 이동체 수신의 경우, 복수의 방송국의 서비스 에어리어를 이동하기 때문에 제 1 전송 정

보(526)의 파라미터가 빈번하게 변한다. 제 1 전송 정보의 파라미터를 알 수 없는 경우,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모든 파라미

터를 설정하여, 복조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제 1 전송 정보의 조합은 ISDB-T 규격의 경우에서 12종류의 조합이 있기 때

문에, 제 1 층의 파라미터를 확정하는 데 최대 12회의 설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수신 데이터의 출력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본 발명에 의해 순간적으로 제 1 층의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 1 층의 데이터에는, 제 2 층 이후의 계층 신호의 복조나 오류 정정에 필요한 파라미터 등이 포함되는 복조 정보(541)

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 1 층을 복조하는 제 1 단계 후에, 복조 정보(541)를 복조하는 제 2 단계와, 복조 정보로부터 파라

미터를 취출하는 제 3 단계 이상의 3개의 단계를 거치면, 제 2 층의 경우에는 복조 정보(541)를 이용하여 복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용도에서는 빈번하게 전송 정보의 파라미터가 변한다. 만약 이 제 2 층의 복조 정보(541)

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 모든 전송 파라미터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속으로 데이터를 복조할 수 있다. 이, 고속화된

방식에 대해 도 18, 도 1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8의 (a)는 대기 모드시에 휴대 기지국으로부터 제 1 전송 정보(526)와

제 2 전송 정보(525)의 쌍방을 송신하는 방식이다.

효과의 설명을 먼저 서술한다. 대기 모드시에 전송 정보를 기지국으로부터 송신하여 간다. 이 때문에, 업 링크를 갖지 않

는, 즉 송신 기능을 갖지 않는 PDS와 같은 휴대 단말이나 휴대 텔레비전에서도, 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수

신시 또는 채널 변경시의 수신 시간이 대폭으로 단축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휴대 전화와 같은 송신 기능을 갖는 기기에 있어서도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전차 내나 병원 내에서 휴대 전화의 송신

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장소에서도 스위치로 "T 모드"로 전환해 놓으면 송신하는 것 없이 전송 정보를 수신하여 입

수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 전화의 방송 수신의 이용 기회가 증가한다.

또한, 휴대 전화 사용 금지 에어리어에 들어가기 전에 T 모드 스위치를 온으로 하면 기지국 또는, 기지국 경유하여 방송국

으로 자신의 에어리어와 이용 시간대와 휴대 단말 ID와 호출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송국의 방송국 ID를 송신한다. 그렇게

하면 휴대 전화가 걸려 왔을 때, 방송국 경유하여 방송 신호 중에 자신의 휴대 단말 ID를 송신해 주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

화가 걸려 왔던 것이 검지되어, 진동 모터 등에 의해, 본인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거의 휴대 전화의 송신 없이, 수신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페이징의 효과도 있다.

본 발명의 호출 방식을 포함하는 T 모드에 있어서는, 강한 송신용의 전파가 발신되지 않기 때문에, 총합적으로 휴대 전화

의 송신 전파의 발신이 남아 인체로의 영향을 작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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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정보의 파라미터를 패턴화하여 관리하고, 정보를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도 18의 (a)의 제 2 전송 정보로 되

돌아가면, 제 2 전송 정보(525)에는, 변조 방식(551), 부호화율(552), 시간 인터리브 길이(553)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

고, 각 채널마다 각 파라미터는 상이하다. 구체 예를 서술하면 도 19의 하반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ISDB-T 규격인 경

우, 변조 방식(551)으로서, DQPSK, 16QAM, 64QAM의 3종류, 오류 정정용의 비터비 등의 부호화율(552)은 5종류, 시간

인터리브 길이(553)는 4종류 있고, 제 2 전송 정보의 파라미터는 60종류의 조합이 있다.

제 1 전송 정보의 파라미터는, 12종류로서 부분 방송 식별자(550)를 포함하면 24의 조합이 있으므로 전부해서,

60×24=1440종류의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도 19의 우측/하단에 채널마다의 파라미터 설정 예로서 나타낸다. 그

러나, 실제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국의 작업이 복잡화하기 때문에 각 방송국은 이 중의 특정한 파라미터

를 선택하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패턴화할 수 있다.

그래서, 도 21의 블럭도와, 도 22의 데이터페이스 리스트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송 정보 관리부(556)는 제 1 전송 정보

(526)의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예컨대 16개 선택하고, 제 1 패턴 번호(554)를 선택하며,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557)에 기록해 둔다. 제 2 전송 정보(525)도 마찬가지로 해서 16종류, 즉 4비트의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

(559)를 포함하는 메모리(557)에 기록해 둔다.

이렇게 하면 각 방송국에는, 16x 16종류 = 8비트, 즉 1 바이트의 데이터로 전송 정보의 모든 파라미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이 이 범위에 수용되면 특정 국가 중의 1000국분이라도 전송 정보의 기록에는 1 KB의 메모리 용량의 소비로

도 좋다. 이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적은 휴대 전화에 있어서 메모리 용량의 소비를 삭감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빈도 연산과 빈도 관리는 전송 정보 관리부(556)가 실행하고, 위치 검출부(558)에 있어서 방송국의 위치를 판단하며, 방송

국마다 관리하는 것에 의해, 파라미터의 비트율은 높아진다. 이 전송 정보 관리 시스템의 동작 단계에 관해서는 이후에 상

세하게 서술한다.

차세대의 휴대 전화의 주류로 되는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경우, 일본 등의 아시

아나 구미의 국가에서, 동일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할 수 있게 된다. 도 2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T 모드

휴대 전화(501)는 국검출부(560)를 갖는다. 예컨대, 일본의 사용자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동한 경우, 기지국 ID 중의 국

가 식별 정보로부터 국가가 변한 것을 검지할 수 있다. 이 검지 신호는 전송 정보 관리부(556)에 통지되기 때문에, 그 국가

의 방송 규격에 맞추어서 주파수 변경이나 전송 파라미터, 예컨대, QPSK나 QAM의 변조 방식이나 FFT 사이즈나 가드 기

간화 부호화율 등의 변경을 행하는 것에 의해, 해외에서도 해외 방송 규격의 파라미터로 송신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5-3) 휴대 전화의 설명

도 21의 T 모드휴대 전화(501)의 블럭도를 이용하여, 휴대 전화에 의한 전송 정보를 포함하는 다운 링크 신호의 복조에 대

해 설명한다. 안테나(531)로부터 수신한 신호는 공용기(561)에 의해 분리되고, 프론트 엔드(562), 필터(563)에 의해 필터

되어, 복조기(564)에 의해 복조된다. 다음에 A/D 컨버터(565)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되어, CDMA 신호의 확산 신호를 되

돌리는 역확산부(566)에 있어서 동기부(567)의 동기 신호에 근거하여, 확산되고 있던 데이터가 복원된다. 이 신호는 검파

부(568)에 의해 검파되고, 데이터 디코더(569)에 의해 비터비 복호되어, 출력 제어부(570)를 거쳐서 음성 디코더(571)에

의해 음성 신호로 된다.

다음에 전환부(572)에 의해 스피커(573)에 출력되거나, 또는 저역 신호를 통과시키는 LPF(574)를 통해서 이어폰 단자

(575)에 출력된다. 이 이어폰 단자에 이어폰(576)을 접속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는 수신한 음성 신호를 들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 이어폰(576)의 코드(577)는, 텔레비전 등의 방송의 수신용 안테나로서 겸용하여 이용하는 것에 의해 감도

를 높이고 있다.

수신된 방송 신호는, 도 2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 수신부(578)의 전환부(579)에 의해 휴대용 안테나(531)에서

수신된 신호와 이어폰 코드로 수신한 신호로 전환된다. 이 경우, 신호 레벨 비교부(588)에 의해 비교하여 방송 전파의 수신

신호가 강한 쪽, 또는 C/N 값이 높은 쪽 또는 오류 레이트가 낮은 쪽을 선택하여 전환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다이버시티 안

테나와 같이 최적의 수신 신호가 얻어진다. 튜너(580)에 있어서 주파수 제어부(581)에 의해 특정한 채널의 주파수의 신호

에 동조시켜, 복조부(582)에 있어서 복조 제어부(583)로부터, 복조에 필요한 제 1 전송 정보나 제 2 전송 정보의 파라미터

(도 19)를 수취하여 복조한다. 이 OFDM의 복조 방법은 이전에 상세하게 서술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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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된 신호는 오류 정정부(584)에 있어서, 도 19에 나타내는 것 같은 비터비 등의 오류 정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본래

의 신호가 복원된다. 출력부(586)로부터 출력 제어부(570)를 거쳐서 영상 디코더(587)에 의해 MPGE4나 Wavelet 등의

신호를 영상 신호로 디코드하여, 표시 회로(589)를 거쳐서 표시부(590)에 영상을 표시시킨다. 또한 방송 신호 중에 포함되

는 데이터 신호는 처리되어, 출력 제어부(570)로부터 부 표시 회로(591)에 의해 부 표시부(592)에 표시된다. 이 흐름은 다

음 실시예에서 설명한다.

도 21의 휴대 전화의 송신시의 동작을 설명하면, 사용자의 음성은 마이크(594)로부터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음성 디코더

(595)에서 압축되어, 채널 코덱(CODEC)(596)에 입력된다. 한편, 사용자가 키보드(593)를 이용하여 키 입력한 데이터 쪽

은 출력 제어부(570)에서 처리되고, 처리된 결과 중, 기지국으로 송신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채널 코덱(596)으로 입력된

다.

이 코덱된 출력 신호는 일차 변조기(597)에 의해 QPSK 등으로 변조되고, 확산부(598)에 의해 주파수 대상으로 확산되며,

ROF(599)를 거쳐서 D/A 컨버터(600)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 발진기(603)를 갖는 변조기(601)에서 더 변조된다.

이 변조 신호는 발진기(604)와 믹서(602)에 있어서 혼합되어 파워 앰프(605)에 의해 증폭되어 공용기(561)를 거쳐, 안테

나(531)로부터 송신된다. 이상이 T 모드 휴대 전화(501)의 송신부(606)의 동작이다.

이와 같이, 휴대 전화 기지국(503)으로부터 송신되는 기지국 ID나 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수신 정보나 복조 정보를 T 모드

휴대 전화(501)의 수신부(607)에서 수신하고, 이들 데이터를 텔레비전 수신부(578)의 전송 정보 관리부(556)에 보낸다.

그리고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559) 등의 메모리(557)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신 데이터를 가공, 또는 그대로 이용하여,

주파수 제어부(581)의 데이터에 의해, 채널 주파수의 동조를 행한다. 다음에 복조 제어부(583)로부터의 복조 제어 신호에

의해, 최적 파라미터의 설정에 의한 순간의 복조, 복호화 제어부(585)에 의한 오류 정정의 최적 부호화율의 설정에 의해,

최단 시간으로 복조되기 때문에, 텔레비전 방송이나 음악 방송이나 데이터 방송의 내용이 순간적으로 표시된다고 하는 현

저한 효과가 있다.

또, 이 효과만으로 좋으면 도 21의 송신부(606)는 필요없다. 이 때문에, 일반의 휴대형 텔레비전의 경우, 본 발명의 수신부

(607)의 추가나 전송 정보 관리부(556)를 포함하는 텔레비전 수신부(578)의 구성을 채용하는 것만으로 마찬가지의 효과

가 얻어진다.

또, 도 18의 (a),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 1 전송 정보(526)와 제 2 전송 정보(525)를 휴대 기지국의 송신 전파를 이용

하여 전송하는 예를 나타내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각 텔레비전 방송 또는 부분 방송의 데이터 영역에 그 지역에서 수신

가능한 다른 방송국의 채널 번호 등의 송신 정보(528)나 제 1 전송 정보(526)나 제 2 전송 정보(525)를 송신하더라도 좋

다.

이 경우, 도 21의 아래의 블럭도의 휴대 수신기(501)측의 텔레비전 수신부(578)에서 특정한 채널을 수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출력부(586)로부터 다른 국의 전송 정보가 출력된다. 그 채널의 데이터 중에, 그 지역에서 수신 가능한 다른 국의 채널

의 송신 정보(528)(도 18)나 그들의 채널에 관한 제 1 전송 정보(526)나 제 2 전송 정보(525)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전송 정

보를 도 21의 출력부(586)로부터 취출하고, 그 채널의 전송 정보를 부가하여 전송 정보 관리부(556)에 입력하면, 전송 정

보 데이터베이스(559)에 기록된다.

특정한 채널의 방송국의 프로그램 수신 중에 다른 채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외의 국의 채널의 수신 정보를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559)로부터 취출하고, 전송 정보 관리부(556)가 각 부의 각 파라미터를 각각 설정하여, 동조, 복조, 오류 정

정을 행하기 때문에 1회째의 파라미터 설정으로, 다른 국의 채널을 출력부(586)로부터 출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파라미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비하면 다른 채널로 전환시의 시간을 대폭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

다. 이 경우, 현재의 방송 서비스 에어리어 내의 방송국의 전송 정보 뿐만 아니라, 인접하는 서비스 에어리어의 방송국의

전송 정보를 송신하는 것에 의해, 이동 수신이 보다 확실하게 된다.

이 경우, 특정한 방송국 ID의 방송국의 방송 서비스 에어리어에 대응하는 기지국 서비스 에어리어를 갖는 기지국 ID를 대

응지어 보낸다. 이 데이터를 수신기가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DB)(559)에 기록한다. 그 후, 수신이 중단하고 또한, 이동

하더라도 기지국 ID를 알 수 있으면 전송 정보가 판명되어, 복조 가능해진다.

단, 크게 이동한 후의 첫회의 수신시에는, 그 지구의 수신용의 파라미터를 전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텔레비전 방송의 수

신을 중단하고 또한 이동한 경우에는, 휴대 전화의 기지국의 전송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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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복조하는 경우의 3개의 방법을 서술한다. 우선, 제 1 방법을 서술한다. 제 1 방법은, 가장 간단한 구성의 도 21의 텔

레비전 수신부(578)밖에 갖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이 제 1 방법

은, 저 가격의 휴대 텔레비전이나 PDC에 적합하다.

제 2 방법은, 본 발명의 도 21의 수신부(507)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것에 의해 휴대 기지국의 ID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전송 정보 관리부(556)가 있기 때문에 기지국 ID로부터 서비스중인 방송국을 알 수 있다. 전송 정보 관리부

(556)는, 이 기지국 ID와 시간 정보부(610)로부터의 시각을 바탕으로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559)로부터 기지국 ID와 현

재의 시각에 대응하는 방송국의 방송 시간의 전송 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채널이 대응하는 일시의 전송 정보의 파라미터를

튜너(580), 복조부(582), 오류 정정부(584)에 보내는 것에 의해, 이동 후에도 순간적으로 소망하는 채널의 출력을 행한다.

채널 변경의 경우에는, 방송 신호로부터 다운로드 또는 수신하는 전송 정보를 이용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제 2 방법은, 완전히 휴대 기지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방송 이외의 통신 인프라(infra)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제 2 방법은, 휴대 기지국을 이용하지만, 기지국 ID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휴대 기지국 설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전송 정보 송신 방식이 채용되었다고 해도, 휴대

기지국의 수는 세계 중에서 수만국 이상 있기 때문에, 서서히 대응이 진행하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응하는 과정에 있

어서는, 대응하고 있지 않는 기지국이 많이 존재하고, 그 지역에서는 상술한 제 2 방법이 유효하고 또한 현실적이다.

이 상술한 제 2 방법과 제 3 방법인 기지국으로부터 전송 정보를 수취하는 완전 대응 방식을, 도 21의 구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ID 검출부(611)가 휴대 수신 신호에 기지국 ID만으로 전송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검지하여,

이 검지 신호를 전송 정보 관리부(556)에 보낸다. 기지국 ID를 이용하여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557)로부터 기지국 ID에

대응하는 방송국의 전송 정보를 검색하여, 혹시 있으면,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방송 신호 수신한다. 혹시 없으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파라미터 설정값을 변경하여 복조한다. 이동한 후의 제 1 회째의 방송 수신은 시간이 걸리지만, 일

단 방송을 수신할 수 있으면 다른 국의 전송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을 전환하더라도 수신 신호의 출력은

순간적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휴대 전화의 업 링크로 특정한 Web 사이트 등에 접속하고, 그 지구의 전송 정보의 송신을 요구하여, 다운 링크로

전송 정보를 다운로드하더라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진다.

(5-4) 휴대 기지국의 설명

다음에 도 17을 이용하여 휴대 기지국(503)측의 구성과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전체의 구성을 서술한다. 도 17의 휴대 기

지국(503)은 휴대 전화 안테나(516)와 송/수신 회로(517)를 갖고, 통신 제어부(518)와 전용의 통신 회로로 ATM 등에 의

해 접속되어 있다. 각 지역에 있는 복수의 통신 제어부(518, 518a, 518b)는, 전송 용량이 큰 백본 회선(519)을 거쳐서 휴

대 전화 회사(564)의 PDSL(520)에 접속되어 집중적으로 제어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텔레비전 등의 방송 수신에 필요한 전송 정보를 송출하는 기능을 부가한 구성을 서술한다. 휴대 전화용

안테나(516)의 근방에는, 방송 수신 안테나(551)가 설치되어 있고, 그 지역의 방송 전파를 수신하여 방송 수신부(550)에

있어서 수신 신호 증폭부(620)에서 증폭하여, 튜너(580)에서 동조한다. 그 신호는 직교 검파부(1031)를 거쳐서 가드 기간

제거부(1032), FFT(1033), 검파부(1034), 오류 정정부(1035)를 거쳐서 디지털 데이터로서 출력된다. 이 부분의 동작은

도 2를 이용하여 이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 복조를 각 채널마다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동조나 복조에 필요한 최적파라미터의 전송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들 파라

미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 17의 방송 수신 정보 추출부(542)가 추출하고, 방송 수신 정보 부가부(547)에 송출하며, 그

후, 송신부(621)에 의해 증폭되어 도 18의 (a),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휴대 전화의 송신 신호에 혼합된다. 다음에 기지

국 안테나(516)로부터 T 모드 휴대 전화에 송신되고, 텔레비전 등의 방송의 동조·복조 정보로서 이용된다.

다음에 전송 정보 추출부(542)의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좁은 지역용의 정보 블럭인 송신 정보 추출부(543)에서는 우선,

증폭부(620)의 출력으로부터 증폭율과 신호 레벨을 보아, 전계 강도(535Z)를 구한다. 이 전계 강도와 거리를 연산하여, 방

송국의 송신 전력(539Z)을 얻는다. 튜너부(589)로부터는, 현재 송신 중인 채널(527Z)과 부분 방송 중의 채널(550)과 송신

주파수(536Z)를 얻는다. 가드 기간 제거부(1032)로부터는 가드비(538Z)를 얻는다. 복조 정보 복호부(1036)로부터는 변

조 방식(551), 비터비 등의 부호화율(552), 시간 인터리브 길이(553)가 얻어진다. 이상의 파라미터 중에서 송신 정보 추출

부(543)의 파라미터를 송신 정보 부가부(548)로 보내고, 송신 앰프(625)에 의해 증폭하여 본 발명의 T 모드 휴대 전화를

향해 휴대 전화용 안테나(516)를 거쳐서 송신한다. 제 1 전송 정보 추출부(545) 및 제 2 전송 정보 추출부(546)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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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파라미터는, 각각 전송 정보 부가부(549)의 제 1 전송 정보(526Z), 제 2 전송 정보(525Z)에 보낸다. 다음에 송신 앰프

(621)를 거쳐서 T 모드 휴대 전화를 향해 송신되거나, 혹은 일단 통신 제어부(518)의 프로그램 정보를 보내기 위한 방송용

전송 정보 처리부(560)에 보내어지고 나서, 휴대 기지국(503)에 보내어진다.

또한 방송국(563)은, 프로그램 정보 송신부(562)를 갖는, 프로그램 정보와 전송 정보를 회선을 거쳐서 방송 전송 정보 처

리부(560)에 보내고 휴대 기지국(503)을 거쳐서, T 모드 휴대 전화로 송신하여, 프로그램 정보나 전송 정보를 다운로드시

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 정보는 서비스 에어리어 내의 복수의 기지국으로 모두 동일한 내용을 보내고,

전송 정보는 기지국 ID마다 또는 방송 서비스 에어리어에 대응하는 기지국 ID 그룹마다 상이한 내용을 보낸다.

이상과 같이 하여, 휴대 기지국마다 휴대용 안테나의 근방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 안테나(551)를 마련하고, 전송 정보의 파

라미터를 각 채널마다 얻는 것에 의해, 본 발명의 전송 정보 수신이 기지국 단독으로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시스템이 로

컬 사이드로 완결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게 된다고 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5-5) 전송 정보 메니지먼트 시스템

전송 정보 관리 시스템의 동작 모드는 복수 있으나, 각각의 모드를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5-5-1) 파라미터의 설정

우선, 도 23의 플로우차트를 이용하여 제 1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단계(650a)에서 T 모드 휴대 전화 또는, PDA, 휴대형

텔레비전의 모델 기기의 전원 스위치(SW)가 들어간다. 단계(650b)에서 우선, 휴대 기지국의 다운 링크를 수신하는 대기

모드로 설정된다. 단계(650c)에서 다운 링크의 신호 중의 제어 정보 중의 기지국 ID(521)(도 18)를 취득하거나, 또는/또한

메모리(557)(도 21)에 기록한다. 단계(650d)에서 다운 링크 신호 중에, 텔레비전 등의 방송의 송신 정보(528)(도 18) 또는

/또한 제 1 전송 정보(526)의 데이터가 있거나, 또는, 상기 2개의 정보의 존재를 나타내는 식별자가 있는지를 체크하여,

Yes이면 단계(650e)로 진행하고, No이면 단계(650j)로 진행하며, 3개의 플래그를 세워 단계(650k)로 진행한다.

단계(650d)로 되돌아가면, Yes이면 단계(650e)로 진행하여, 송신 정보(528)또는/또한 제 1 전송 정보(526)를 취득 또는/

또한 메모리(557)로의 기록을 행한다. 단계(650f)에서 다운 링크 신호 중에, 제 2 전송 정보(525) 또는 그 존재를 나타내

는 식별자가 있는가를 체크한다. "No"이면 단계(650i)에서 "2"의 플래그를 붙여 단계(650k)로 진행한다. "Yes"이면 단계

(650g)에서 제 2 전송 정보를 다운 링크의 데이터 중에서 취득, 또는 취득하여 메모리(557)로의 기록을 행한다. 단계

(650h)에서는 플래그="1"로 한다. 단계(650k)에서 텔레비전 등의 방송 수신을 개시하라고 하는 명령, 즉 T 모드의 명령을

수취하면, 단계(650m)에서 사용자가 전회 수신하였을 때에 이용한 전송 정보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수신하는가를 판단

한다. 사용자의 입력이 없는 경우, 전송 정보 관리부(556)(도 21)가 판단한다.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559) 중의 데이터

를 보고, 시간 관리를 이용하여 전회 그 방송국을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 경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전

회 수신한 때와 동일한 기지국 ID(521)(도 18)인 경우는 "Yes"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로 진행하여 단계

(651a)로 진행한다. Yes인 경우에는 단계(650n)로 진행하고 전회의 송신 파라미터로 동일 채널을 수신 설정해서, 수신하

여 본다. 수신에 성공하면, Yes의 단계(650p)로 진행하여 수신을 개시한다. No이면 도 24의 단계(651a)로 진행한다.

단계(651a)에서 플래그가 "1" 또는 "2"이면 적어도 송신 정보와 제 1 전송 정보는 입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651b)에서 송신 정보(528)의 수신 가능한 채널을 화면상에 표시 전계 강도군 별로 메뉴 화면으로서 표시한

다. 수신기가 T 모드 휴대 전화의 경우는, 도 18의 제 1 전송 정보(526) 중의 부분 전송 식별자(550)를 보고, 수신 가능하

며 또한 부분 전송을 행하고 있는 채널의 신호만을 표시부(590)(도 21)에 표시시킨다. 도 17의 프로그램 정보 송신부(562)

의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각 채널의 프로그램 정보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의 프로그램 선택이 더 용이

하게 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단계(651c)에서 사용자가 키보드 등으로 특정 채널의 수신 명령을 입력한 경우, 단계

(651d)로 진행하여 플래그=1이 Yes이면 단계(651f)로 진행하고, No이면 플래그=2이며, 제 2 전송 정보는 입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계(651e)로 진행한다. 단계(651e)에서는, 상기 특정 채널을 송신 정보와 제 1 전송 정보를 이용하여, 동조

와 복조를 행하고 제 1 계층의 데이터를 얻어 그 중에 있는 복조 정보를 얻고, 제 2 전송 정보를 얻어, 단계(651f)로 진행한

다. 단계(651f)에서는 송신 정보 또는/또한 제 1 전송 정보 또는/또한 제 2 전송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채널의 제 1 계층과

제 2 계층 이상의 모든 데이터를 복조하여, 단계(651g, 651f, 651w, 651y, 651z)의 처리 후, 도 25의 단계(652a)로 진행

한다. 도 24의 단계(651a)로 되돌아가면, "No"의 경우 플래그가 "3"이기 때문에 기지국 ID밖에 정보는 기지국으로부터 얻

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계(651h)에서는 해당 기지국 ID 의 현재 시간 대용의 송신 정보를 포

함하는 전송 정보가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559)(도 21)에 있는가를 체크한다. "Yes"이면 단계(651i)에서 그 기지국 ID

에 대응하는 전송 정보를 취득해 둔다. 단계(651j)에서 특정한 채널의 수신 명령을 수취한 경우, 단계(651k)로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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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전송 정보가 있는가를 본다. "Yes"이면 단계(651f)로 진행하여, 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제 1 계층과 제 2 계층 이상

을 복조한다. "No"의 경우에는, 단계(651e)로 진행하여 제 1 계층의 복조 정보를 재생한다. 이하의 단계는 후술하므로 여

기서의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서, 단계(651h)로 되돌아가서, 결과가 "No"의 경우, 단계(651m)로 진행하여 특정 채널의 수신 명령을 사용자 등으로

부터 수취한 경우, 단계(651n)에서 휴대 전화가 업 링크 발신 금지 모드 또는, 매너 모드 또는, "T 모드"(방송 수신 전용 모

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No"이면 단계(651p)로 진행하여, 전화로 송신 데이터를 입수하는 명령을 사용자 또는 전

송 정보 관리부(556)(도 21)로부터 수취한 경우, 즉 "Yes"의 경우에는 단계(651q)로 진행한다. 단계(651q)에서는 업 링크

로 휴대 회선 경유하여 특정한 데이터베이스(DB) 또는, URL의 서버에 접속하여, 단계(651r)에서 해당하는 기지국 ID의

지역에 대응하는 방송 수신용의 전송 정보 또는/또한 프로그램 정보를 입수, 또는 다운로드하여 단계(651s)에서 입수한 전

송 정보 또는/또한 프로그램 정보를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559)를 추가 기록 또는 갱신 기록하여, 단계(651k)로 되돌아

간다.

단계(651n)로 되돌아가서, 결과가 "No"의 경우, 즉 업 링크 송신 금지 모드의 경우에는, 단계(651t)로 진행하여, 그 특정

채널의 주파수에 동조시켜, 제 1 전송 정보(526)의 파라미터로서 전송 정보 데이터베이스(559) 중의 사용 빈도 관리 테이

블(609)(도 22)을 검색한다. 그리고 해당 채널 ID 중에서 빈도 정보가 높은 것을 선택하고, 각 부의 파라미터를 설정하거나

또는 설정값을 변경하여 복조를 행한다. 단계(651u)에서 복조가 가능하였는지를 확인하여, "No"이면 단계(651t)에서 파

라미터를,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변경하여 복조를 시도한다. 복조 가능, 즉 "Yes"이면 단계(651v)에서 제 1 계층을

복조하고, 복조 정보를 얻어 단계(651f)로 진행하여 복귀한다.

도 24의 단계(651f)에서, 제 1 전송 정보와 제 2 전송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를 복조하고, 단계(651g)에서 수신 데이

터의 출력이나 표시를 행하여, 단계(651w)에서, 이 출력이나 표시가 일정 시간 계속된 것을 확인하면, 즉 "Yes"의 경우에

만, 단계(651y)에서, 도 22의 사용 빈도 관리 테이블(609)의 그 채널 ID의 제 1·제 2 전송 정보의 빈도 정보를 증가 방향으

로 갱신한다. 단계(651z)에서는, 해당 채널 ID의 최신 전송 파라미터의 값을 이용하여 최신 사용 시간 관리 테이블(613)

(도 22)의 최신 파라미터(614)의 데이터를 갱신한다. 전회의 최신 파라미터(614)가 차신 파라미터(615)로 이동하고, 전회

의 차신 파라미터(615) 란의 데이터가 차차신 파라미터의 란에 도면 중 화살표와 같이 이동하며, 차차신 파라미터가 최신

이었던 경우에는 최신 파라미터(614)로 승격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 시간이 가장 젊은, 즉 최신의 파라미터 우선 모드로 설

정해 두면, 도 23의 단계(650m)에서 최신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패턴의 파라미터밖에 사용하지 않는 방

송국의 수신에는 적합한 계절 또는 연도마다 전송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이 시간 관리 모드가 적합하

다. 방송국마다 시간 관리 모드와 빈도 관리 모드를 설정하면 더 효과적이다. 다음에 휴대 전화의 이동에 따라 도 25의 단

계(652a)로 진행한다.

(5-5-2) 방송 채널의 전환

도 25를 이용하여, 휴대 전화의 이동에 따른 방송 채널의 전환 방법을 서술한다.

휴대 전화의 이동에 따라 기지국이 변하기 때문에, 단계(652a)에서는 기지국 ID가 변한다. 본 발명에서는 단계(652b)에

나타내는 전계 강도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적의 전계 강도의 방송 채널을 수신할 수 있다. 텔레비전국의 예를 이용

하여 설명하지만 실제는 텔레비전 방송과 음악 방송과 데이터 방송을 포함한다. 이들 중 어느 하나의 방송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계(652b)에서는, 각 텔레비전국의 송신 안테나의 위치 정보와 기지국의 위치로부터 양자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을 나타낸다. 휴대 전화는, 도 2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위치 검출부(558)를 갖고 있다. 특히 W-CDMA 방식의 경우, 3개

의 기지국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으면, 수신지에서 최적 파워로 되도록 파워 제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 18에 나타낸

파워 제어 정보(611)에 의해, 휴대 전화와 기지국과의 상대 위치를 3각 측량법 등의 연산에 의해 구할 수 있다. 기지국과

각각의 방송 안테나와의 위치 관계를 알면, 각각의 방송 안테나와 휴대 전화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약간의 거리로

도 좋으면 기지국과 방송 안테나의 거리로도 좋다. 도 18의 전계 강도(535)의 데이터에는, 기지국에 있어서의 각각의 방송

국의 전계 강도가 포함되어 있다. 약간의 값으로도 좋으면 이 전계 강도의 데이터로도 좋다.

단계(652b)의 제 2 항에서는, 도 21의 전계 강도 관리부(612)에 있어서 기지국 ID의 변화와 함께, 각 방송국의 전계 강도

(535)의 이동 전의 데이터와 이동 후의 데이터를 연산 처리에 의해 비교하는 것에 의해, 이동에 따라서 전계 강도가 강해진

방송국인 전계 증가 방송국군과 전계 강도가 약해진 전계 감소 방송국군과 전계 강도가 변하지 않는 전계 유지 방송국군의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다음 단계(652c)에서는, 현재 수신중인 현 방송국 전계 강도가 제 1 일정값 이하가 된 경우("Yes"의 경우)에는 단계(652d)

로 진행하고, "No"의 경우에는 단계(652a)로 되돌아간다. 단계(652d)에서 현 방송국이 전계 감소 방송국군이 아닌("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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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단계(652b)로 되돌아가고 Yes의 경우에는 단계(652e)에서 현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을 나타내는 식별자인 서비스

ID와 동일한 서비스 ID, 즉, 동일한 서비스 내용의 별도의 새로운 방송국이 있는가를 체크하고, No이면 단계(652i)로 진행

하고, Yes이면 다음 단계(652f)에서, 그 새로운 방송국의 전계 강도가, 제 2 일정값 이상의(Yes) 경우, 단계(652h)로 점프

(jump)하고, "No"의 경우, 다음 단계(652g)에서 새로운 방송국의 전계 강도가 현 방송국보다 강하고 또한 전계 증가 방송

국군이 아닌("No") 경우, 단계(652i)로 점프하고, Yes의 경우, 다음 단계(652h)에서, 동일한 서비스 ID의 새로운 방송국의

사이에서 가장 전계 강도가 높은 새로운 방송국으로 채널 전환을 개시하여, 도 26의 단계(653a)로 진행한다.

여기서, 몇 개의 단계의 점프 목적지인 단계(652i)에서는, 현 방송국과 동일한 서비스 ID, 즉 동일한 프로그램 내용의 새로

운 방송국이 그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취하고 있는 채널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한 별도

의 채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단계(652i)에서 "채널 변경해도 좋은지"의 표시를 내고, 단계(652j)에서 사용자가 "승낙"의

명령을 입력한 경우, 또는 "승낙"의 디폴트값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652k)로 진행한다. 단계(652k)에서 새로운

방송국의 선별을 개시하고, 단계(652m)에서 전계 강도가 일정값 이상인지를 체크하여, No이면 단계(652k)로 되돌아가

고, Yes이면 단계(652n)에서 전계 감소 방송국군인지를 체크하여, Yes이면 단계(652k)로 되돌아가고, No이면 단계

(652p)로 진행한다.

단계(652p)에서 전송 정보 관리 DB 중의 사용 빈도 관리 테이블(609)(도 22) 중의 새로운 방송국의 채널 ID에 대한 빈도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새로운 방송국을 찾는다. 없는("No"의) 경우 단계(652k 내지 652p)를 반복하여, 찾아

낼 수 있었던 경우(Yes의 경우) 단계(652q)로 진행하고,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새로운 방송국을 수신하여, 도 26의 단계

(653a)로 진행한다. 이동하더라도 본 발명의 전계 강도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가장 전계 강도가 강한 채널을 선택하기 때

문에 항상 최적의 수신 상태로 방송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다.

(5-5-3) 심리스(seamless) 채널 전환

도 26에서는, 새로운 방송국의 전송 정보를 방송 수신 신호 경유 또는, 서버로부터 또는 기지국으로부터 휴대 회선 경유의

2개의 회선을 전환하여 취득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플로우차트를 이용하여 서술한다. 단계(653a)에서는 새로운 방송국의

제 1·제 2 전송 정보를 기지국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방송 수신 신호로부터도 얻는다. 우선, 단계(653b)에서 플래그=1인지

여부를 본다. Yes이면 기지국으로부터 모든 전송 정보가 얻어지기 때문에 단계(653j)로 진행한다. No이면 단계(653c)로

진행하고, 단계(653c)에서 현재 수신중인 방송 신호 중에 그 기지국 ID 또는 지역 코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송 채널, 다른

채널의 송신 정보(528)(도 18), 제 1·제 2 전송 정보(526, 525)가 있는가를 본다. Yes이면 다음 단계(653d)로 진행하여,

그 전송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송 정보 DB에 기록하며 단계(653j)로 진행하여, 그 새로운 방송국의 제 1·제 2

전송 정보를 이용하여, 가드 인터벌 기간 동안에 현 채널로부터 새로운 채널로 전환한다. 이 경우 송신 정보와 제 1과 제 2

전송 정보를 복조 전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 1 계층을 복조하는 단계를 생략하여 순간적으로 가드 인터벌 기간 동안이

짧은 시간 중에 전환된다. 이것에 의해, 데이터 수신이 중단하는 것 없이, 즉 심리스 채널이 전환된다고 하는 현저한 효과

가 있다. 단계(653k)에서 제 1과 제 2 전송 정보에 근거하여 새로운 채널을 복조하고, 단계(653m)에서 새로운 채널의 데

이터를 출력 또는/또한 표시하며, 단계(653n)에서 새로운 채널을 일정 시간 이상 출력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No이면 체

크를 계속하고, Yes이면 단계(653p)에서 새로운 채널 및, 채널 ID에 대한 제 1 전송 정보와 제 2 전송 정보의 사용 빈도 정

보를 증가시켜, 사용 빈도 테이블(609)을 갱신한다. 동시에 최신 사용 시간 관리 테이블(613)(도 22)의 최신 시간 정보를

갱신한다.

단계(653c)(도 26)로 되돌아가서, 결과가 No의 경우 단계(653f)에서 휴대 회선으로 송신 정보, 전송 정보를 얻는지를 표

시부에 표시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에 질의하여, Yes이면 단계(653g)에서 정보 입수 이전의 어드레스 또는 URL을 업 링크

로 송신한다. 다음에 단계(653h)에서 기지국 ID와 희망 채널을 송신하여, 단계(653i)에서 특정 채널의 송신 정보, 제 1과

제 2 전송 정보와 프로그램의 서비스 ID를 수신하여, 전송 정보 DB에 기록한다. 그리고 단계(653j)로 진행하여, 동일한 단

계를 밟는다.

여기서, 단계(653f)에서 결과가 No의 경우, 단계(653q)에서 채널을 전환하고, 송신 정보가 없으면 송신 채널을 서치

(search)하여 찾기 시작하고, 다른 채널로 전환한다. 단계(653f)에서 제 1 전송 정보도 없는 경우, 단계(653r)에서 제 1전

송 정보를 시행 착오하여 구하고, 제 1 계층을 복조해서 복조 정보를 얻어 제 2 계층을 복조하며, 단계(653s)에서 OK이면

앞서 서술한 단계(653m)로 진행한다. No이면 단계(653r)를 반복한다.

이상의 순서에 의해 수신하고 있는 지역의 기지국이, 본 발명에 대응하고 있지 않고 기지국 ID밖에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

도, 각 국의 방송 수신 신호 중에 다른 국의 기지국 ID에 대응하는 각각의 송신 정보나 제 1 전송 정보나 제 2 전송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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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I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스로 새로운 방송국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상의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도 휴대 회선 경유하여 서버로부터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송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 심리스 채

널 전환이 가능해진다.

(5-5-4) 기지국이 서비스 중의 방송 채널 번호를 통지하는 경우

도 27에서는, 각 방송국의 동일 채널로 상이한 방송국에 지역 식별 ID를 부여하는 것에 의한 순서와 효과를 서술한다. 단계

(654a)에서 기지국이 방송국의 채널 번호와 방송국 지역 식별 ID 또는, 방송국 고유 ID를 송신한다. 단계(654b)에서 휴대

전화는 이들의 정보를 수신하고, 단계(654c)에서 실질적으로 방송국의 고유 ID로 되는지를 체크하여, "Yes"이면 단계

(654d)로 진행하여, 채널(n)의 수신 명령을 대기한다. 명령이 온 경우, 단계(654e)에서 전송 정보 DB를 보고 그 방송국의

전송 정보가 있는지를 체크하여, 있으면 도 28의 단계(655a)로 진행한다. "No"이면 단계(654d)로 되돌아가고, 실질적인

고유 ID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채널 중에서 최신의 또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전송 정보를 갖는 채널 ID의 전송 정보를

이용하여 이 채널을 동조·복조한다.

(5-5-5) 빈도 관리 테이블의 갱신

도 28에서는, 빈도 관리 테이블(609)(도 22)을 각각의 채널 ID마다 갖는 경우의 빈도 관리와 빈도 관리 데이터의 빈도 정

보 또는 우선도의 갱신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단계(655a)에서, Ch(n)의 제 1 계층을 제 1 전송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 가능한지를 본다. No이면 단계(655t)로 진행하여,

n=0으로 하고, 계속되는 단계(655u)에서 n=n+1로 하여, 제 1 전송 정보의 우선도 n 번째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복조 가

능한지를 본다(단계(656a)). Yes이면 단계(656b)로 진행하여, 일정 시간 이상 수신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Yes

이면 이 n번째의 제 1 전송 정보 또는 제 1 전송 패턴의 빈도 정보(610)를 늘린다(단계(656c)). 단계(656b)의 결과가 No

이면, 단계(656c)를 스킵한다. 단계(656d)에서는 n-1번째의 빈도 정보가 이 n번째의 빈도 정보보다 작은(Yes)의 경우, 단

계(656e)에서 n번째와 n-1번째의 우선 순위를 변경한다. 그리고 단계(655b)로 진행한다. 여기서, 단계(656a)로 되돌아가

서 결과가 "No"의 경우에는, 단계(656g)로 진행하여 n이 n(LAST)보다 커질 때까지, 제 1 전송 정보의 파라미터를 변경하

여 복조를 시도하고, Yes이면 상술한 단계(656b)로 진행하지만, n(LAST) 이상으로 되면, 단계(656h)에서 제 1 전송 정보

의 파라미터를 복조할 수 있을 때까지 변경한다. 단계(656i)에서 복조하여 수신을 일정 시간 이상 계속한 경우, 단계(656j)

에서 n(LAST)번째의 빈도 정보가 일정값 이하의 경우, 단계(656k)에서 이 전송 정보를 n(LAST)번째의 제 1 전송 정보의

데이터로서 빈도 관리 테이블을 갱신한다. 또는, 최신 사용 시간 관리 테이블(613)의 최신 데이터(614)로서, 다른 데이터

를 포함해서 갱신한다. 그리고, 전술한 단계(656d)로 진행한다.

여기서, 단계(655a)로 되돌아가서 결과가 Yes인 경우, 단계(655b)로 진행하고, n=0을 설정하여 단계(655d)에서 n에 1을

부가한 것을 n으로 하고, 단계(655e)에서 도 22의 사용 빈도 관리 테이블(609) 또는, 최신 사용 시간 관리 테이블(613)의

제 n 번째의 사용 빈도 또는 최신 사용도가 높은 우선 정보를 이용하여 복조를 시도한다. 복조, 즉 Yes이면 단계(655f)에서

일정 시간 이상 수신하였는지를 체크하여, 단계(655f)에서 Yes이면 단계(655g)에서 사용 빈도 관리 테이블(609)의 n 번

째의 제 2 전송 정보의 빈도 정보를 늘리거나, 최신 사용 시간 관리 테이블(613)의 n 번째의 제 2 전송 정보를 최신 랭크

(614)의 란에 기록하여, 다른 파라미터의 최신도의 랭크를 하나씩 낮춘다. 단계(655h)에서 n-1 번째의 빈도 정보보다 n

번째의 빈도 정보가 높은 경우, 단계(655i)에서 양자의 순서를 교체한다. 그리고 단계(655k)에서 방송 신호를 수신한다.

여기서 단계(655e)로 되돌아가서, 결과가 No인 경우 단계(655m)에서, n이 최후의 값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면 전술한 단

계(655d)로 다시 되돌아가며, 초과하고 있으면 단계(655n)에서 제 1 계층을 복조하여 복조 정보 중의 제 2 전송 정보를 입

수해서, 제 2 계층을 복조한다. 단계(655p)에서 일정 시간 이상 수신한 경우에는, 단계(655q)에서 최신 시간 관리 모드의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를 최신 랭크(614)에 기록하여, 다른 최신도를 낮춘다. 빈도 관리의 경우에는 n의 최후의 빈도 정보

가 일정값 이하이면, 단계(655r)에서 이 파라미터를 n의 최후의 파라미터로 변경하여 갱신 기록한다. 일정값 이하가 아니

면 단계(655k)에서 방송 신호를 수신한다. 이상과 같이, 빈도 관리 모드의 경우는 각 방송국의 전송 정보를 빈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의 전송 파라미터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효과적이다. 또한 최신 사용 시간 관리 모드의 경우는, 전송

정보를 연도마다든가 계절마다와 같이 긴 기간의 사이클로 변경하는 방송국의 경우 효과적이다. 또한, 전송 파라미터의 종

류가 적은 경우도 효과적이다. 이상의 방법에 의해 전송 정보의 히트율이 보다 높아진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도 29는 전술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계(657i)에서 방송국 ID를 기지국 ID와 관련지어 전송 정보 관리 데이터페이스

에 등록한다. 그리고 단계(657j)에서 전송 파라미터가 도 2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패턴, 제 1 패턴 번호(554)나 제

2 패턴 번호(555)와 같이 패턴화하고, 단계(657k)에서 등록하는 것에 의해, 등록 데이터 용량을 대폭으로 삭감할 수 있다

고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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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6 실시예

휴대 전화(501)를 이용하여 실행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시예를 서술한다. 도 30은 본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흐름도이다.

(6-1) 휴대 전화

우선 본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휴대 전화에 대해 설명한다. 도 31은 본 발명의 표시부를 갖는 휴대 전화(501)의 정면도로

서, 표시부(590)는 부 표시부(592)를 갖고 있다. 도 31의 (a)는 메뉴 화면 표시시의 표시부(590)의 상태, 도 31의 (b)는 바

코드 표시 모드, 약칭하여 BC 모드시의 표시부(590)의 상태를 나타낸다. BC 모드에 있어서는 부 표시부(592)에는 바코드

가 표시되어 있다.

도 32는 표시부(590)가 컬러 표시 기능을 갖는 경우의 본 발명의 표시 소자의 화상(701)의 배치를 나타낸다. 경계선(702)

의 상측 절반은 도 32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RGB의 3색의 컬러 필터가 순차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픽셀을 표현하는 데, 수평 방향으로 3개의 소자(700)를 필요로 한다. L을 소자간 피치라고 하면 3L의 피치

가 된다. 종래의 컬러 표시 소자로 바코드의 바(703)를 표시하고자 하면, 바(703, 703a, 703b)와 같이 3L 이상의 피치로

되어, 도 32의 (d)에 나타내는 상세한 바코드의 바(704, 704a, 704b, 704c)는 표시할 수 없다.

특히 도 3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통상, 바코드 판독기(708)는 발광부(710)의 광원(709)으로서, 적색 레이저나 적색 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 33의 (a)의 횡단면도에 나타내는 R 필터(705)는 투과하지만, 파장이 짧은 G 필터(706), B 필터(707)

는 필터 효과로 투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 때문에, 적색의 광원을 갖는 바코드 판독기로 안정하게 판독하기 위해서

는 3L 이상으로 바의 피치를 거칠게 할 필요가 있어, 특히 휴대 전화와 같이 표시부가 작은 경우, 바코드 표시를 하고자 하

면 정보량이 매우 줄어들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표시부(590)의 일부에 부 표시부(592)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세밀한 바(704)(도 32의 (d))를 표시 가능하

게 하고 있다. 도 32의 (c)와 같이 경계선(702)의 하반분의 컬러 필터층은, 투명 필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의 흑

백 표시가 가능하고, 수직 방향은 100㎛의 피치이지만 수평 방향의 화소 피치 L은, 현상의 기술을 이용한 경우 30㎛ 정도

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 32의 (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피치 30㎛의 상세한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표시부에서도 큰 데이터의 바코드 표시가 가능하다.

도 33의 횡단면도 (a), (b)는, 도 32의 A-A'부와 B-B'부의 단면에 있어서의 본 발명의 구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우선,

도 33의 (a)의 컬러 표시부(724)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 반사판(713), 편광판(714), 유리 기판(715)으로 구성되고, 유리

기판(715)상에 트랜지스터(716)와 전극(717)이 형성되며, 위의 유리판(721)의 내측에는 컬러 필터(720)와 ITO(719)가

형성되고, 외측에는 편광판(722)이 형성되어 있다.

위의 유리판(721)과 아래의 유리 기판(715) 사이에는 액정 재료(718)가 주입되어 있다. 외부로부터의 입사광(711a,

711b, 711c)은 편광판(722)에서 편광으로 되어, 액정(718)을 통해 반사판(713)으로 반사하며, 다시 액정(718)을 통해 편

광판(722)을 거쳐서 반사광(712a, 712b, 712c)으로 된다. 액정으로의 인가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편광 각을 제어

하여 반사광(712)의 강도를 제어한다.

이 때, 백색광의 입사광인 경우에는 컬러 필터부(720)에서 흡수하는 것에 의해, RGB의 반사광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바

코드 판독기(708)와 같이 광원이 적색광인 경우에는, R 필터(705)에서는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사된다. 그러나,

G 필터(706)에서는 흡수가 증대하고, B 필터(707)에서는 거의 흡수되게 된다. 따라서, 바코드를 표시하고자 하면 B 필터

(707)부나 G 필터(706)부를 바로서 오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1개의 표시 소자의 유리 기판(715)을 이용하여 부 표시부(592)의 부분에서는, 도 33의 (b)에 도시하는 바

와 같이 컬러 필터층(720)을 갖지 않는 투명층(723)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사광(711)이 적색광인 경우, 어느

화소 소자(700)를 통과한 반사광(712)도 동일한 감쇠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부 표시부(592)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에

의해, 높은 밀도의 바이더라도 오인식이 없다. 이 때문에, 큰 용량의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이 경우, 도 3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주 표시부인 컬러 표시부와 부 표시부(592)와 동일한 폭의 소자(700)를 사용한다. 적

어도 흑백부의 소자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도 32의 소자(70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가로를 1이라고 하면 세로의 비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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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취하는 것에 의해, 컬러 표시부와 부 표시부에서 동일한 표시 소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지 부 표시부의 영역만

색 필터 대신에 투명 재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공정의 증가도 1 공정으로 된다. ITO층(719)을 두텁게 하

는 것에 의해, 투명층(723)을 형성하면 공정을 늘리지 않고 제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산이 용이하게 된다.

전자 결제 시스템 등에 본 발명의 표시 소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4개의 바코드의 표시를 필요로 한다. 3∼4회 바코드

를 수동으로 표시시키고자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과 처리 시간이 많아진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에서는, 도 3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 표시부(592)의 근방에 광 검지부

(725)를 마련하여 바코드 판독기의 광을 검지하고 있다. 바코드 판독기(708)의 발광부(710)의 광원(709)에는, 통상 적색

광이 이용된다. 도 3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 광을 광 검지부(725)가 검지한다. 외란 광과 판독 광을 구별하기 위해서,

광 검지부(725)의 광 입력창(727)에는 적색만을 통과시키는 색 필터(726)가 부착되어 있다. 이 필터에 의해 외란으로 되

는 광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다. 검출 신호는, 광 강도 측정부(728)와 광 입력 시간 측정부(729)에 의해 측정되고, 분리부

(730)에 의해 연속 신호 검출부(731)와 펄스 신호 검출부(732)에 입력되며, 바코드 표시 제어부(733)에 의해 새로운 바코

드에 표시 갱신되어 표시 회로(734)에 의해, 부 표시부(592)의 바코드 표시가 갱신된다.

이 순서를 도 36의 플로우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단계(661a)에서 바코드의 표시를 개시하고, 단계(611b)에서 n=O,

단계(661c)에서 n=1을 가산하며, 단계(661d)에서 n 번째의 바코드를 표시한다. 단계(661e)에서 광 검지부(725)가 바코

드의 판독 광을 검출하면 단계(661f)에서, 연속 조사형 바코드 판독기의 광인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일정값 I1 이상의

광량이 일정 시간 t1 이상 입사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여기서 Yes이면 바코드 판독기의 광이라고 판단하여, 단계(661h)

에서 n이 최종값이 아닌지를 체크하여, Yes이면 종료하고, No이면 단계(661c)로 되돌아가서 n을 1개 증분하고, n 번째,

즉 다음 바코드를 부 표시부(592)(도 35)에 표시한다.

단계(661f)로 되돌아가서, 결과가 No인 경우에는 단계(661g)에서 스캔형 바코드 판독기의 조사가 없었는지를 조사한다.

특정한 광량 I2 이상에서, t1>t2인 일정 시간 이하의 짧은 펄스 신호가 일정 회수의 n1회 이상 검지되어, 단계(661j)에서

일정 시간 t3(t2<t3) 경과한 경우에는 스캔형 바코드 판독기의 판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단계(661h)에서 n이 최종

값이면 단계(661i)에서 종료하며, 최종값이 아니면 단계(661c)에서 n을 1개 증분한다. 이렇게 해서, 바코드 판독기가 판독

광을 조사하고, t1초 후에 차례차례로 새로운 바코드가 자동적으로 표시되어, 사용자는 바코드 갱신을 위한 조작을 할 필

요가 없다.

(6-2) 전체 비즈니스 모델의 설명

도 30은 T 모드 휴대 전화(501)를 이용한 인증 구입, 상품 수취, 결제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흐름도를 나타낸다. 우선

단계(660a)에서 방송국(502)이 방송 전파를 이용하여, PC용의 HTML이나 방송용의 BML이나 모바일용의 JAVA와 같은

Web 기술 언어를 이용하여 기술된 프로그램인 상품 구입 처리 소프트나 상품 데이터를 휴대 전화(501)로 송신한다.

사용자는, 상품 구입 소프트를 이용하여 서버 상에 Web 사이트를 구성하고, 상품 구입을 위한 홈 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단계(660b)에서 사용자는, 가상 상점(740)을 선택하고, 휴대 전화의 업 링크(507)를 이용하여, 휴대 전화 회사 서버

(742), 인터넷(741), 통신 제어부(743), 가상 상점 서버(744)를 거쳐서 가상 상점(740)에 액세스한다.

단계(660c)에서 휴대 기지국(503)으로부터 다운 링크(506)로 상품 정보와 표준 가격 정보를 송신한다. 단계(660d)에서

사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나 티켓을 선택하여, 발주 정보를 업 링크(507)로 가상 상점(740)에 송신한다. 단계(660e)에서

결제 방법이나 가격, 할인 쿠폰의 정보가 사용자로 보내져 온다.

단계(660f)에서 이용자가 가격 할인 쿠폰과 함께 점두 결제, 즉, 편의점과 같은 현실의 상점에서, 인증과 대금의 지불이나

결제와 상품의 교환을 실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가상 상품 n으로 이용자의 휴대 전화 번호와 함께 업 링크로 송신한다.

단계(660g)에서 가상 상점(740)은 가격 할인 쿠폰을 확인한 후, 할인 후의 가격을 연산으로 구하고, 상품 정보와 할인 후

의 가격을 사용자의 휴대 전화 번호를 관련지어 암호화한 등록 번호를, 다운 링크(506) 또는 E 메일로 사용자에게 또한 암

호화하여 송신한다. 단계(660h)에서 휴대 전화(501)의 등록 번호 메모리(747)에, n 번째의 등록 번호로서 수신하였다고

등록 번호가 등록된다.

시스템의 처리가 종료하면 단계(660i)에서 사용자(746)는, 자신이 지정한 편의점 등의 실제의 상점(748)으로 휴대 전화와

함께 이동한다. 단계(660j)에서 BC 모드로 전환하여 n 번째의 등록 번호, 상품 ID, 할인 후의 가격 등의 m개의 데이터를 m

회 바코드로 부 표시부(592)에 순서를 따라 표시하는 준비를 행하여, 우선 최초의 바코드를 표시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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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660k)에서 현실 상점(748)의 종업원이 POS 단말(750)에 접속된 바코드 판독기(708)에서, 표시부(590)의 부 표시부

(592)에 표시된 바코드(751)를 판독한다.

판독 광에 따라 휴대 전화(501)는, 검지부(725)의 검출 신호에 따라 바코드를 m회 변경하여 표시한다. 또는, 도 43이나 도

4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휴대 전화(501)는 일정 시간 걸러서 m개의 바코드를 차례차례로 표시한다. 단계(660m)에서 바

코드 판독기(708)는 m개의 바코드를 판독한 단계에서, 그 데이터를 결제 회사(900)를 경유하여 가상 상점(740)에 보낸다.

단계(660n)에서 가상 상점은 등록 번호, 휴대 ID, 상품 ID, 할인 가격 등을 대조하여 OK이면 단계(660p)에서 결제 회사

(900)를 경유하여 할인 가격, 상품 ID 등의 정보를 POS 단말(750)에 보낸다. 단계(660q)에서 POS 단말(750)에서는 할인

가격을 크레디트 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상품을 사용자에게 건네 준다.

(6-3) 상세한 시스템

도 37을 이용하여, 도 30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클라이언트(800)를 포함하는 휴대 전화(501)로부터 서버(801)로 구입 주

문이 나가게 된다. 서버(801)는 SIM 카드(803) 등의 브리지 미디어에 기록된 휴대 전화 번호(804)나 사용자 ID(805), 지

불 정보, 출시 정보, 위치 정보(816)를 클라이언트(800)로부터 휴대 전화 회선을 거쳐서 수취한 후,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이벤트 관리를 위한 할당 ID를 할당한다.

이 할당 ID를, 커스텀 데이터베이스(812)에 기록된 구입자 정보와 관련지어, 클라이언트 ID 커스텀 테이블(809), 커스텀

데이터베이스(812)에 기록한다. 그리고, 위치 정보(816)에 가까운 현실 상점(748)과 사용자의 자택이나 회사에 가까운 현

실 상점(748)을 현실 상점 데이터베이스(813)로부터 선별하여, 인근의 현실 점포(748)의 인근 상점 정보(819)를 얻는다.

이들의 정보와 상품의 할당 ID(806)를 특정하여, 상품의 주문 버튼을 포함하는 HTML 문서를 휴대 전화 회선 경유하여 클

라이언트(800)에 보낸다. 클라이언트(800)는 할당 ID(806)를 메모리(802)에 저장하여, HTML 문서를 표시부(590)에 표

시한다.

서버는 동시에 인근 상점 정보(819)의 상점(748)의 재고 데이터베이스(815)를 보고 상품의 재고 상황을 체크하여, 재고가

있는 상점을 선택한다. 또한, 시간 정보(817)를 이용하여, 쿠폰 ID를 발행하고, 쿠폰 관리 데이터베이스(820)에 등록한다.

사용자가 인근 상점 정보(819)로부터 특정한 현실 상점(748)을 선택하여, 특정한 상품의 발주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이 정보는 휴대 전화 회선 경유하여 서버(801)에 보내어진다.

서버(801)는, 특정한 상품의 구입 요구를 받아, 클라이언트(800)의 휴대 전화번호(804) 또는/또한 사용자 ID(805) 등의

클라이언트 ID(814)와 클라이언트 ID 커스텀 테이블(809)을 이용하여, 관련지은 커스텀 데이터베이스(812)나 재고 데이

터베이스(810)나 주문 데이터베이스(811)나 구입 정보를, 할당 ID(806)를 이용하여 결합한다. 선택된 상품을 정보와 할당

ID(806)에 관련되는 정보와 쿠폰 관리 데이터베이스(820)에 근거하여 할인율을 이용하여 산출된 상품 금액(823), 쿠폰의

유효 기한이나 구입의 유효 기한 정보, 상품 ID(824)나 쿠폰 할인율(825)을 사용자가 선택한 현실 상점(748)으로 송부하

여, POS 단말(750)의 구입 데이터베이스(822)에 축적된다.

소비자가 현실 상점(748)에 나가서 휴대 전화(501)의 구입 상품을 선택하여, BC 모드 스위치를 누르면, 본 발명의 순환형

바코드 표시가 표시부(590)에 이루어져, 바코드 판독기(708)로 판독되고, 적어도 할당 ID(806)가 판독된다. 다음에 메모

리 중의 구입 데이터베이스(822)로부터 상품 금액(823)과 쿠폰 할인율(825)을 취출하여, 구입 금액이 산출되고, POS 단

말(750)에 표시되어, 대금 결제와 함께 상품이 건네 진다. 결제가 크레디트 카드의 경우에는 통신으로 행해진다.

이 시스템에서는 구입시에, 통신 회로를 거치지 않더라도 체크가 가능하므로, 순간적으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

게 처리할 수 있다. 행렬이 가능한 편의점의 결제나 극장 입구의 티켓 발행에 있어서 유효하다. 미리, 휴대 전화로 대금 결

제 수속이 완료되어 있으면,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다.

(6-4) 실제의 전자 상거래

다음에 상술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한 실제의 상거래의 예를 설명한다. 이 상품의 예로서 예약이 필요한 항공권의 티켓

등을 생각한다. 현재의 항공권 등의 예약 시스템에서는 전화나 퍼스널 컴퓨터 등으로 예약하여 등록 번호를 받아, 이용자

가 창구에 가서, 등록 번호를 종업원에게 구두 또는 용지로 통지한다. 그리고, 종업원이 손 입력 등으로 등록 번호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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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센터가 확인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여 항공권을 받지만, 본 발명에 의해 휴대 전화(501)로 어디에서나 구입 예약을

할 수 있어, 데이터를 구두로 전하거나 종이에 인자하지 않더라도 휴대 전화(501)의 표시부(590)에 바코드로, 인증 번호나

등록 번호가 표시된다.

본 발명에서는, 도 30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순서로 휴대 전화로 티켓을 입수할 수 있다. 우선, 항공권이나 음악회 표의

티켓 판매의 n 번째의 가상 상점(740)에 액세스하여, 우선 항공권 또는 티켓의 상품을 선택한다(단계(660b)). 특정 일의

특정 시간의 특정한 선행지와, 통로측 등의 좌석의 속성 정보 등의 항공권에 대한 요망 정보를 가상 상점(740)에 보낸다.

티켓의 경우에는, 특정한 공연의 특정 일의 특정 시간의 정보 또는, 특정 시간의 특정 장소의 특정한 범위 내의 희망 요금

을 보낸다.

단계(660c)에서는, 가상 상점(740)으로부터 상품 정보를 보내어 온다. 항공권의 경우는, 희망 일시의 희망 선행지의 빈 좌

석이 있는 플라이트(flight)의 항공권 정보를 요금이 싼 순서로부터 보내져 오고, 최종적으로 휴대 전화(501)의 표시부

(590)에 도 31의 (c)와 같이 표시된다.

즉, 리스트의 1번째로는 가장 싼 요금인 99 달러 플라이트의 플라이트 No.와 출발 시간, 경우에 의한 도착 예정 시간과 원

하는 좌석의 빈 좌석의 총수, 예컨대 25석의 표시 또는, "14B"와 같이 이용자의 기호에 가장 가까운 빈 좌석의 좌석 번호를

표시한다. n 번째에는 n 번째로 싼 요금의 항공권을 표시한다. 영화나 뮤지컬, 유원지 등의 티켓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서 동일한 내용의 공연이나 어트랙션(attraction)에 대해 요금이 싼 순서, 가까운 순서, 원하는 순서대로 표시한다.

유원지의 경우에는, 입장 티켓 구입 후, 각 시설의 예약권 또는 예약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도 38 및 도 31의

(e)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우선 휴대 전화(501)는 센터로부터 어트랙션이나 레스토랑의 비어 있는 상황의 정보를 수취하

여, 예약 가능한 입장 시간이 이른 순서대로 어드랙션이나 레스토랑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표시부(590)에 표시한다.

휴대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요구를 내고 나서 센터로부터 비어 있는 상황의 정보를 받는다. 데이터 방송

의 경우에는 일 방향성이기 때문에 센터는 카루셀 방식으로 비어 있는 상황이나 예약 가능 정보를 몇 번이나 반복하여 데

이터 방송으로 보낸다. 사용자는 카루셀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어트랙션의 정보를 선택하여 취득해서 표시한다.

구체적인 표시를, 도 3의 (e)에 나타낸다. 우선, "Cable car", 즉, 어트랙션명과 "11 : 30", 즉 예약 시간과, No.의 "14", 즉

남아 있는 예약 가능한 인원 수와, Area "A", 즉 유원지내의 어트랙션의 위치를 표시한다. 표시 리스트의 순서는, 입장 시

간이 이른 순서 또는, 앞서 서술한 유원지내의 어트랙션의 위치와 사용자의 휴대 전화(501)의 GPS 시스템이나, 기지국으

로부터의 기지국 ID 등의 위치 정보나 방위 센서 등의 위치 검출부(558)(도 37)로부터의 위치 정보(816)를 비교한다. 이것

에 의해 휴대 전화(501)에 가까운 어트랙션 또는 공연을 검색하여, 가까운 순서대로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는 가까운 어트

랙션의 선택이 용이하게 된다.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요금이 싼 순서대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표시한다. 시간이 이른 경우

에는 디스카운트(discount)한 요금을 일정 시간 표시한다.

이 순서를 도 38의 플로우차트의 단계(827a, 827b)에 나타낸다. 단계(827c)에서 휴대 전화(501)로부터 인터넷에 의해 유

원지의 가상 상점의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날의 어트랙션이나 레스토랑의 정보를 얻는다. 그 중에서, 특정한 어트랙션

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단계(827d)에서 예약 처리 모드로 들어가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입장권의 티켓(832)(도 30)의 ID

번호와 경우에 따라 티켓(832)에 기입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휴대 전화(501)에 손 등에 의해 입력한다(단계(827e)). 가족

등의 티켓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개의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단계(827f)에서 이들의 티켓 ID와 휴대 단말 ID와 어트랙션 ID가 센터에 송신된다. 어트랙션 예약의 경우에는 센터에서는,

이 티켓 ID에 대해 전회 발행한 예약권이 유효 시간 내인지를 타이머를 보고 체크한다. 이 경우 어떠한 조건에 의해, 특정

한 티켓 ID의 현재의 이용권이 유효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티켓 ID에 대해 이용 금지 플래그가 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서 있기 때문에 이용은 금지된다(단계(827g)). 혹시 유효 시간 내이면, 예약권 또는 가상 티켓을 발행한다.

이 시점에서는 티켓 발행기로부터 먼 장소에 있으므로 발권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인증 번호, 즉 가상 티켓 정보

를 발행하여 암호화해서 휴대 전화(501)에 송신하고, 휴대 전화(501)에서는 이 정보를 메모리(802)(도 37)에 보존한다(단

계(827k)). 구체적으로는 예약한 어트랙션의 명칭, 개시 시각, 장소, 인증 정보 등을 기억한다. 휴대 전화(501)에서는 전술

한 개시 시각 정보에 근거하여, 개시 시각의 일정 시간 전으로 되면 휴대 전화(501)의 스피커나 진동부를 구동하는 것에 의

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회장(會場)으로 향하는 것을 재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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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사용자는, 입력한 장소로부터 이동하여 어트랙션의 입구에 있는 입장 게이트 장치(828) 또는 티켓 발행기(829)에 도

달한다. 휴대 전화(501)측에서는 예약권의 발행 또는 입장 허가 처리 모드로 들어간다. 일정 시간 이상 경과하고 있는지,

예약 지정 시간의 범위 밖이면, 이용 금지 플래그가 서기 때문에, 단계(827k나 827p)의 처리는 접수되지 않는다(단계

(827j)).

도 30의 예약권 발행기(829)나 입장 게이트 장치(828)의 자기 판독 방식이나 광학 판독 방식이나 무선 IC 방식의 카드 판

독기(831)에 의해, 티켓(832)의 티켓 ID가 판독된다(단계(827k)).

단계(827m)에서 그 티켓 ID에 대응하여 휴대 전화(501)의 전화 번호 등의 장치 ID가 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

는지를 체크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827q)로 점프한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대 단말의 인증 체크는 생

략되고 티켓을 카드 판독기(831)에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 단말에 바코드 등에 의해 인증 번호를 표시시킨다. 표시하는 정보량이 많은 경

우에는 인증 번호 대신에, 블루투스(Bluetooth)와 바코드 표시의 양쪽을 이용한다. 통신용의 상호 인증용의 토큰이나 ID

정보를 휴대 단말(501)의 표시부(590)에 도 31의 (b)와 같이 표시한다. 이 바코드를 바코드 판독기(708)(도 37)에서 판독

하는 것에 의해 상호 인증, 통신용의 토큰이나 ID 정보를 얻는다. 일차원 바코드의 경우에는 일차원 센서의 바코드 판독기

(708), 이차원 바코드 판독기의 경우에는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이차원 센서의 바코드 판독기를 이용한다.

그 후 블루투스 경유로 휴대 전화(501)로부터 티켓 발행기(829)(도 30) 등에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에 의해, 특정한 POS

단말(750)과 특정한 휴대 전화(501) 사이에서 확실한 통신을 행할 수 있어, 오동작이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단계

(827n)).

입구에서는 입장자가 열을 이루고 있고, 블루투스나 무선 LAN 등의 통신 서비스 영역 내에 복수의 휴대 단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단말과 교신하고 있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 본 발명에서는 입구에 있는 1대의 휴대 단말 표시부

의 바코드 토큰 등의 상호 통신용의 파라미터를 판독하여, 그 파라미터로 서로 교신한다. 이것에 의해, 통신 상대를 1대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대폭으로 올릴 수 있어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592a)(도 3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토큰에 부가하여 암호 통신용의 대용량의 암호 키를, 표시 용량이 큰 이차원 바코드

로 보내고, 서로 이 암호 키에 의해 무선 교신하는 것에 의해 보안성이 높은 통신이 가능해진다. 블루투스의 예를 나타내었

지만, 무선 LAN의 IEEE802.(11a. 11b)에서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진다.

그런데, 단계(827p)에서는, 바코드 판독기(708)에 의해 인증 번호를 판독하고, 도 30에서는 가상 상점(740)으로 나타내는

센터가 대조하여 인증 번호의 연산 결과가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단계(827r)의 허가 모드로 진행한다. 단계

(827t)에서 입장 허가 모드인 경우에는, 도 30의 입장용 게이트(830)를 개방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는 어트랙션이나 콘서

트나 공연의 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단계(827u)). 그리고, 그 어트랙션의 종료 후, 선두의 단계(827a)에 다음 어트랙션 리

스트를 요구한다.

여기서, 단계(827r)로 되돌아가서 예약 티켓 발행 모드의 경우에는, 단계(827s)에서 예약 티켓을 티켓 발행기(829)로부터

발행하여, 사용자는 현실의 예약 티켓(832)을 받을 수 있고, 예약 시간이 되면 예약 티켓을 카드 판독기(831)에 삽입하는

것에 의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이 때 부정으로 두 번 입장할 수 없도록 그 어트랙션의 입장 금지 플래그를 ON으

로 한다. 그 후, 단계(827r)에서 센터는 일정 시간, 본래의 티켓 ID에 관해서 새로운 인증 번호나 예약권의 발행을 중지하

여, 동일 시간에 2장 이상의 예약 티켓을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전술한 예약의 이용 금지 플래그를 세우더라도 좋다.

유원지의 경우, 1회 퇴장하고 재입장할 때에 본인의 인증에 자외선 잉크 등을 사용하여 일시 퇴장한 개인을 인증한다. 그

러나 본 발명의 바코드 표시를 이용하면 인증이 가능해진다. 입장시에 그 티켓 ID의 입장 금지 플래그를 ON으로 한다. 일

시 퇴장할 때에는 휴대 단말을 갖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티켓으로부터 티켓 ID를 판독하고, 휴대 단말의 ID를 바코드로 표

시시켜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하며, 입장 금지 플래그를 OFF로 한다. 재입장인 때에는 마찬가지로 해서 티켓 ID와 휴대 단

말의 ID를 판독하여, 입장 금지 플래그를 체크한다.

정규 이용의 경우, 티켓 ID와 휴대 단말 ID는 일치하고 또한 입장 금지 플래그는 OFF이므로 재입장은 허가되어, 입장 게이

트 장치(828)는 게이트를 개방한다. 입장 후 입장 금지 플래그를 ON으로 하면 부정 입장은 방지된다. 이 경우, 물리적인

티켓을 이용하지 않고, 휴대 단말의 바코드 표시만으로도 가상적인 전자 티켓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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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입장 시스템에서는 사전에 전자 티켓을 WEB에서 구입하고 인증 ID를 취득하여, 메모리에 보존하며, 입장시에 인

증 ID를 바코드로 표시하여 입장 금지 플래그를 ON으로 한다. 퇴장시에 휴대 단말의 인증 ID를 판독하여 입장 금지 플래

그를 OFF로 하고 재입장시에는 인증 ID를 판독하여 입장 금지 플래그를 ON으로 하면 부정은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방법에서는, 예약 티켓의 입수 권리가 어디 곳에 있더라도 손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종래와 같이 어트랙션의 회장

까지 가지 않더라도 입수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단계(827e)에서는 티켓의 ID와 패스워드를 1회 등록하면 휴대 단

말(501)의 메모리(802)(도 34)에 기억되기 때문에, 2회째의 입력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1회 단계(827n, 827p)에서 휴대

단말의 본체 인증을 행하거나, 또는 고정 단말에서 본체 인증을 행하면, 이후에는 티켓 ID만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결과,

동일 일이면 별도의 어트랙션이라도 2회째의 입장시에는 입구에서 바코드를 판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대 단말에서

예약하여 입구 또는 예약 티켓 발행기로 입장 티켓을 판독하는 것만으로, 입장 또는 예약 티켓을 입수할 수 있다고 하는 효

과가 있다.

이상 유원지나 공연인 경우의 예를 나타내었지만, 항공권의 경우라도 휴대 단말에서 예약하여 공항의 게이트로 바코드를

판독하여 좌석권을 입수하는 것이나, 바코드를 판독하여 직접 게이트로부터 탑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가능하다.

(6-5) 바코드의 표시 방법 1

다음에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에 이용되는 바코드의 표시 방법의 구체 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31의 (b)에서는 동일한 데이

터를 하나의 이차원 바코드(592a)와 일차원 바코드(592)의 2종류로 표시하고 있다. 우선 데이터가 작은 때에는 이차원 바

코드(592a)와 일차원 바코드(592)는 표시 패턴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음에 데이터가 조금 큰 경우에는, 이차원 바코드(592a)는 표시 패턴을 변경하지 않고, 일차원 바코드(592)는 데이터 내

용이 상이한 복수의 표시 패턴을 시분할로 순환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차원 바코드와 등가의 큰 데이터

를 표시시킨다.

데이터가 더 큰 경우에는, 이차원 바코드(592a)는 적은 회수이기는 하지만 표시 패턴을 변경하여, 일차원 바코드(592)는

보다 많은 회수, 복수의 표시 패턴을 시분할로 순환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의해 큰 데이터를 표시한다. 이것에 의해 암호화

에 의해 표시 데이터량이 증대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바코드 표시를 행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우선, 일차원 바코드도 이차원 바코드도 동일한 용량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바코드 판독기(708)

(도 30)가 일차원 센서를 이용하는 일차원 바코드 판독기라도 비디오 카메라 등의 이차원 센서를 이용하는 이차원 바코드

판독기라도 판독 가능해지기 때문에, 호환성이 얻어진다. 어떤 타입의 바코드 판독기라도 판독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효

과가 있다. 또한 복수회, 일차원 바코드 또는 이차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에 의해, 보다 큰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

는 효과가 있다. 또 일차원 바코드와 이차원 바코드를 동시에 복수회 표시시키는 예를 나타내었지만, 각각 일차원 바코드

또는 이차원 바코드의 한쪽을 단독으로 복수회 표시시켜도 표시 용량을 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저액의 상품인 경우에는 등록 번호만으로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도는 1회의 표시로 충분하다. 데이터량이 많

고 바코드를 복수회 표시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본 발명에서는 자동적으로 복수의 바코드가 하나씩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바코드 판독기(708)에 휴대 전화(501)의 표시부(590)를 꽂는 것만으로 신속하게 인증 처리가 행해지기 때문에,

종래에 비해 인증 순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향상한다고 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또, 흑백 표시의 표시부(590)를 갖는 휴대 전화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피치가 50㎛ 이하이면 고 밀도의 바코드를 화면

의 어떤 부분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 도 32의 (c)와 같이, 종횡비를 2 : 1 이상으로 취하는 것에 의해, 도 39에 도시하는 바

와 같이 문자 표시와 함께 고 밀도의 바코드(751, 751a, 751b, 751c)를 복수개 표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면을 바꾸지

않고 상점에서 인증과 상품 ID나 할인 가격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한 번의 표시로 모든 처리가 완료한다.

(6-6) 다운 링크에 의한 전자 인증

다음에 도 30으로 되돌아가서, 도면 하부에 다운 링크만으로 업 링크의 송신 없이 처리하는, 즉 방송의 T 모드만으로 가능

한 전자 인증 방식을 나타낸다.

우선, 단계(660a)에서 방송국(502)으로부터 상품 구입 소프트나 상품 데이터를 송신하여 다운로드시키는 점은 동일하다.

단계(662a)에서 휴대 전화(501)의 사용자(746)는 가상 상점(740)을 선택한다. 단계(662b)에서는 특정한 상점의 상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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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소프트와 상품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정보가 표시된다. 단계(662c)에서는 사용자(746)가 표시된

상품 중에서 특정한 상품을 선택한다. 단계(662d)에서 상품 구입 소프트에 의해 요금과 결제 방법이 표시된다. 단계

(662e)에서 그 상품에 할인 등의 특전을 포함하는 쿠폰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단계(662f)에서 할인 후의 가격을 표시한

다.

단계(662g)에서 사용자(746)가 그 상품 구입을 선택한 경우에, 또한 쿠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쿠폰의 유효 기간 내에 발

행 또는 사용 가능한 쿠폰 등록 번호를 등록 번호 메모리부에 등록한다. 단계(662h)에서 점두 결제를 선택한 경우에 또한

단계(662i)에서 데이터 송신이 불필요한 경우, 단계(662j)에서 상품 구입의 날짜, 가격, 쿠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 번

호와 할인 가격을 BC 모드 메모리부에 기록한다.

단계(660i)로 되돌아가서, 이용자가 점두로 이동하며, 단계(660j)에서 휴대 번호나 상품 ID나 쿠폰 등록 번호나 할인 후의

가격 등을 바코드(751)로 휴대 전화(501)의 표시부(590)에 표시한다. 그리고 단계(660k)에서 바코드 판독기(708)로 데이

터가 판독되고, POS 단말 경유하여 인증되면 대금을 지불한다. 만약 쿠폰이 있는 경우,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입수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일체, 휴대 전화의 송신을 행하지 않고 전자 인증 구입 시스템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방

법의 경우, 휴대 전화의 회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휴대 텔레비전에 본 발명의 표시 방법을 조합하더라도 이 비즈니스 모

델을 실현할 수 있다. 일반의 가정 텔레비전에서도 이 방식에 의해 쿠폰 등록 번호 등을 입수하여, 텔레비전으로부터 블루

투스 등의 무선 회선으로 BC 모드부 휴대 전화(501)에 등록 데이터를 보내는 것에 의해, 그 휴대 전화를 상점에 갖고 가서,

항공권이나 티켓 등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6-7) 바코드 모드에 의한 상품·서비스의 구입 예

다음에 BC 모드로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는 순서를 구체 예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40, 도 41은 서비스 구입의 플로우차

트도이다. 단계(663a)에서 데이터 방송 "CDE"을 수신하고, 단계(663b)에서 상품 구입 메뉴의 화면(664a)을 표시시킨다.

단계(663c)에서 메뉴 번호 중에서 예로서 2를 선택한 경우, 단계(663d)에서 메뉴 번호 2의 제 1 화면(664b)이 표시되어,

도면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쿠폰의 특전 정보가 표시된다. 단계(663e1)에서 쿠폰을 선택하면, 단계(663e2)에서 쿠폰

등록 번호가 구입 프로그램이 발행 또는, 발행 센터에서 발행된다. 단계(663f)에서 쿠폰 등록 번호를 프로그램 또는, 다운

링크로 수취하고, 단계(663g)에서 쿠폰 등록 번호를 상품 iD와 함께 등록 번호 메모리에 기록한다.

다음에 단계(663h)에서 메뉴 n의 제 2 화면을 화면(664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표시한다. 화면(664c)에는, 기본 요금과

쿠폰 사용시의 할인 요금의 쌍방이 표시된다. 단계(663i)에서 결제 방법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 단계(663j)에서 화면

(664d)과 같이, 예컨대 BC-4번과 같은 등록 관리 번호를 표시하여, 등록 번호 메모리부에 기록함과 동시에 쿠폰 등록 번

호와 할인 금액과 상품 ID를 등록 번호 메모리부에 기록한다.

도 41의 단계(665a)에서 BC 모드 스위치(SW)(736)(도 31)가 ON으로 되면, 단계(665b)로 진행하여 화면(666a)에 도시

하는 바와 같이 BC 모드 등록 관리 번호의 모든 등록 데이터를 판독하여 데이터의 일부를 리스트로서 표시한다. 단계

(665c)에서 m(예컨대, 3번)의 등록 관리 번호의 데이터를 선택한 경우, 화면(666b)의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화면

이 표시된다.

여기서 단계(665d)에서 도 31의 (b)에 나타내는 BC 모드 SW(736)를 누르면, BC 모드가 ON으로 되어 단계(665e)에서

n=0, 단계(665f)에서 n이 증분된다. 단계(665g)에서 n 번째의 바코드가 표시된다. 1 번째의 경우, 화면(666b)과 같이, 그

리고 단계(665h)에서 광 검지부(725)(도 31)가 판독 광을 검지한 경우, 단계(665j)로 진행하고 일정 시간 계속하면 단계

(665k)로 진행하여, n이 최후의 값이 아니면 단계(665f)로 되돌아가서, n을 증분한다. 그런데, 단계(665h)가 NO의 경우라

도 단계(665i)로 진행하여, BC 모드 SW(736)를 ON으로 하는 것에 의해, 단계(665k)로 진행하여, n을 증분해서, 다음 바

코드를 표시한다.

이 경우, 일정 시간마다 바코드를 순환하여 끊임없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표시하더라도 효율은 나쁘지만, 시간을 들여

모든 바코드를 판독해 준다.

화면(666c)은 n=2인 때, 화면(666d)은 n이 최후의 값인 때를 표시하고, n이 최후로 되면 단계(665b)로 되돌아가서 표면

(666a)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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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해, 종래 구두나 종이나 크레디트 카드로 행하고 있었던 인증을 휴대 전화의 표시부를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

하는 것만으로도 되기 때문에 편리성이 향상한다.

(6-8) 휴대 텔레비전 수신기로의 적용

도 42를 이용하여 휴대의 송/수신 기능을 갖지 않은 휴대 텔레비전 수신기(753)에, 본 발명의 표시 장치를 이용한 경우의

예를 나타낸다. 휴대 텔레비전 수신기(753)는, 도 37의 블럭도의 구성으로부터 휴대 전화의 송/수신부를 생략한 구성을 취

하고 있기 때문에, 블럭도는 생략한다. 도 42의 (a)와 같이 휴대 텔레비전 수신기(753)는, 표시부(590)와 부 표시부(592)

를 갖고 있다. 또한 BC(바코드) 모드 SW(736)를 구비하여 바코드(751)의 표시가 가능하다.

도 42의 (b)의 BC 표시의 플로우차트를 이용하여, 데이터 방송의 계약료 지불 순서를 서술한다. 기본적으로는 도 40, 도

41의 플로우차트와 동일하다. 사전에 데이터 방송 CDE로부터 요금 결제 프로그램과 기기 ID에 대응한 지불 금액 정보를

데이터 방송 경유하여 다운로드해 둔다. 도 30의 하반분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방송 수신만으로 전자 구입 처리는

가능하다. 따라서, 도면 중의 설명을 생략하며, 지불의 사전 데이터의 준비가 정렬된 단계에서 설명을 개시한다.

우선, 도 42의 (b)의 단계(668a)에서, BC 모드 SW(736)가 눌러져 ON으로 되고, 메뉴 화면이 나와 있어 i 번째의 메뉴를

선택(단계(668b))하면 단계(668c)에서 n=0, 단계(668d)에서 n이 증분되어 제 n의 BC가 표시된다(단계(668e)). 화면

(668)은 n=1인 경우를 나타내고, POS 판독 코드 : 2436번의 데이터가 바코드(751)의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단계(668f)에서 일정 시간 미만이면, 단계(668d)로 되돌아가서 n을 증분하여 다음 바코드를 표시하고, 단계(668f)에서 일

정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단계(668g)에서 n이 마지막으로 된 경우, 즉 모든 바코드의 표시를 완료하면, 단계(668h)로 진행

하여, 몇 번째의 사이클인지를 보고 m회 이하이면 단계(668n)로 진행하여, 1번째부터 최후의 번호까지 바코드의 1 사이클

분을 표시하고, m 사이클 종료한 단계에서 단계(668i)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완료한 것을 입력할 때까지 바코드를 계속 표

시하고, 완료 명령이 오면 BC의 표시를 종료한다(단계(668j)).

도 42의 방식은 수신기만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바코드 표시 방식을 보다 넓은 용도에까지 넓힐 수 있다.

예컨대, 전기 요금의 지불이라도이 수신 단말을 편의점에 갖고 가서,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하는 것만으로 대금이나 가입자

번호나 지불월 등이 입력되고, 대금 지불과 함께 전자 결제에 의해 전력 회사에 요금 지불이 통지된다. 본 발명에서는 지금

까지의 지불 순서의 몇 개가 생략되기 때문에 지불이 생략화된다.

(6-9) 바코드의 표시 방법 2

도 43은 도 42의 (b)에서 설명한 바코드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나타낸다. 우선 도 43의 (a)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42

의 (b)의 단계(668e)에서 무표시 상태의 부 표시부에 제 1 바코드(751a나 752a)(도 43)를 단계(668f)에서 T1 시간 표시

한다. 단계(668g)에서 n이 최후가 아니면 단계(668k)에서 무표시(757a)를 표시한다. 단계(668m)에서 T1보다 짧은 일정

시간 T2 표시하면, 단계(668d, 668e)에서 2번째의 바코드(751b나 752b)를 T1 시간(단계(668f)) 표시하여, 무표시

(757b)를 T2 시간(단계(668m)) 표시한다. 최후의 n 번째의 바코드(751)를 표시하여 종료하면, 단계(668h)에서 m 회째의

사이클 이내이면, 단계(668n)에서 무표시(757z)를 T2보다 긴 T3 시간의 무표시 기간(754) 표시하고(단계(668p)), 다시

제 1 바코드 1을 T1의 기간(755a) 표시한다. 이것을 m회 반복한다.

바코드(751a) 또는 바코드(752a)의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표시하더라도 좋다. 또한, 바코드(751a)와 바코드(752a)를 도

면과 같이 동시에 표시하더라도 좋다.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바코드(751a와 752a)의 양쪽으로 표시하면, 일차원

의 바코드 판독기나 이차원의 바코드 판독기의 어떤 것이라도 판독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도 43의

(a)와 같이 바코드(751a와 752a)는 n개의 패턴을 표시시키지만, 이차원 바코드의 경우에는 표시 데이터량이 크기 때문에

n보다 적은 K개의 패턴을 표시시킨다. 단, n> K로 한다. 이것에 의해, 바코드(752)의 표시 시간은 T1의 K/n배의 표시 시

간으로 되기 때문에, 바코드의 인식이 보다 확실하게 된다.

도 43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사이클의 최초만 무표시(757z)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바코드(751a, 751b, 751c)의 사

이에 무표시를 마련하지 않게 하는 것에 의해, 표시를 빠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본 발명에서는, 무표시 기간(756a, 756b, 756c)을 마련한 것에 의해, 바코드 판독기의 오인식을 적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코드 판독기에는, 레이저 스캔이나 수동 주사나 이차원 센서라고 하는 주사형이 있으며, 주류이다. 만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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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에 바코드의 표시가 갑자기 변하면, 예컨대 전반분은 바코드 1이 판독되고, 후반분은 바코드 2가 판독되어, 전혀 상이

한 바코드가 판독되게 된다. 물론 오류 정정으로 많이는 배제할 수 있지만, 완전히 오류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오

류에 의한 재시도(retry)로 판독에 시간이 필요하다.

본 발명과 같이, 바코드 1의 표시 기간과 바코드 2의 표시 기간 사이에 무표시 기간(756)을 T1> T2로 되도록 마련하는 것

에 의해, 바코드 1과 바코드 2 사이의 시간적인 크로스토크에 의한 판독 오류를 대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각 사이

클의 처음에 무표시(757z)를 T3(T3>T2)의 동안 표시시킨다. 그렇게 하면 판독시에 바코드 판독기가 시간을 측정하는 것

에 의해, 선두의 바코드 1(751a)을 검출할 수 있으므로 판독 데이터의 선두 데이터의 동기 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무표시 화면으로서 흑 화면과 백 화면을 생각할 수 있다. 백 화면 쪽이 신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노이즈의 면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도 44와 같이 최초에 스타트 코드가 포함된 바코드(751a, 752a)를 넣는 것에 의해, 선두의 동기 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판독이 신속하고 또한 확실하게 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도 4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 바

코드 사이의 무표시 기간 T2은 모두 동일하더라도 좋다.

또한, 바코드(751a, 752a)의 선두부나 바코드(751a, 752a)의 특정부 또는 변조 데이터의 선두부에 순환형 표시시의 표시

순서를 나타내는 표시순번호(759)와 표시 총수(760)를 표시한다. 이것에 의해, 바코드 판독기의 판독시에, 선두의 바코드

가 아니라, 가끔씩 부분적으로 2번째의 표시인 (751b)밖에 판독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표시순번호(759)를 관련지어 바코

드 판독기에 정보를 축적해 두고, 차례차례로 표시순번호(759)를 보고, 표시 총수(760)분을 판독할 때까지 판독할 수 있

다.

이 방식에 의해 랜덤한 바코드의 부분적인 판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판독 시간이 빠르게 된다고 하는 효과

가 있다. 이 경우의, 각각의 바코드 표시의 데이터 구조(762)는, 도 44에 도시하는 바와 되어 있다. 즉, 주기 표시(761), 표

시순번호(759), 표시 총수(760), 데이터(764), 종료 표시(763)의 각 데이터가 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전체 수의 바코드의 판독이 완료하면 통상의 바코드 판독기(708)(도 30)는 종료를 알리는 부저 음을 발생한다. 이

종료 음을 도 21에 나타내는 마이크(594)로 입력시켜 검지 회로에서 검지하면 판독 종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후에 종료 상태를 화면이나 점멸 램프로 표시함과 동시에 스피커(573)를 이용하여 종료의 부저 음을 울려서, 사용자(746)

간에 음성과 표시로 통지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후 순환형의 바코드 표시의 동작을 종료한다.

도 45의 (a), (b), (c)에 바코드의 반사 광량과 검출 신호를 나타낸다. 도 4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 표시는 백 표시와 흑

표시의 2 종류 있지만, 도 43의 백 표시로 전환하여 흑 표시의 무 표시(758)를 표시한 경우를, 도 45의 (a)에 나타낸다. 도

45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바코드의 무 표시시에는 신호는 없어진다. 종래 행해지고 있는 바코드 판독 작업에 있어서

수작업으로 복수의 바코드를 판독하는 경우, 상품 태그로부터 바코드 판독기를 떼면 반사광이 되돌아가서 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사 검출 검출 신호는 없어진다.

도 45의 표시 방법이면, 마치 이 무 표시 기간(765)의 동안에는 바코드 판독기를 뗀 상태 또는, 바코드 표시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신호 레벨이 낮게 된다. 이 때문에 통상의 바코드 판독기는 무 표시 기간(765) 후의 신호를 다음 새로운 바코

드라고 인식하여 판독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이 방법에 의해, 본 발명의 복수의 바코드를 순환적으로 표시하더라도 문

제 없이 판독하고, 인쇄 바코드 판독용의 바코드 판독기에서의 판독시의 호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은, 광 검지부(725)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T1을 바코드 판독기에 맞추어 최적화하는 것에 의해 확실하게 바코드를

판독할 수 있다. 사용자는 POS 단말에서 인증하기 직전에 BC 스위치를 누르면, 바코드의 표시 사이클이 수십회 실행되어,

바코드 판독기를 표시부에 맞히는 것만으로 데이터가 판독된다. 판독이 종료되면 POS 단말이 부저 음 등으로 완료를 알려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BC 스위치를 눌러 바코드의 연속 표시를 멈추게 하면 된다. 이후에는 P0S 단말에 표시되는 대금을

지불하는 것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쿠폰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구입하는 경우, 예컨대 보석과 같이 고액의 상품을 사는 때에는, 인증 데이터를 센터에 보

낸 후 그 휴대 전화의 전화 번호 또는 URL로 인증 센터가 전화나 패킷 통신을 실행하여, 그 휴대 전화에 착신 음으로 통지

시키거나 새롭게 인증 센터로부터 보내어진 인증 코드를 바코드로 표시시킨다. 이 바코드를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하여 다

시 인증 센터로 보내고, 다시 인증하는 것에 의해 높은 보안성의 인증과 결제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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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대 전화의 도난에 관해서는, BC 스위치를 누르면 패스워드가 요구되어, 패스워드가 틀리면 바코드 표시 사이클로 들

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 처리에 의해 휴대 전화의 도난에 의한 오인증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크레디트 카드 시

스템에 비하면, 훨씬 높은 보안성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인증 방식은 별도의 방식을 이용하여 제안되고 있지만, 모두 POS 단말에 새로운 장치를 부

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전 세계의 많은 상점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반형의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

된다. 이 때문에, 종래의 상점 장치 등의 인프라 스트럭쳐를 전혀 바꾸지 않고 실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높다. 또한 사용자는 상점에서 BC 모드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되고, 종래와 같은 여분의 조작이나 입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이나 결제시의 순서가 간략화하기 때문에 생략화되어, 편리성이 현저하게 향상한다.

본 발명의 액정 소자의 바코드 판독을 안정화하기 위한 액정 표시 소자의 특성 면에서의 최적화 조건을 서술한다. 본 발명

의 표시부는,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되기 때문에, 몇 개의 소자에 필요한 조건이 있다. 우선, 피치 간격 : L이다. 인쇄의 경우

통상 바코드를 인자하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으로 10O dpi 이상의 인자 밀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피치 간격으로 환산하면

250㎛이므로, 수평 방향의 피치 간격 L은 L>250㎛로 된다. 본 발명에서는, 수평 방향의 피치를 250㎛ 이하로 작성하는 것

에 의해, 판독 가능한 바코드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콘트라스트비의 최적 조건을 서술한다. 용지 인쇄의 경우 OD 값(Optical Density) 값이 정의되어 있다. 바코드 인자

에 필요한 일반의 인자 용지의 OD 값은, 0.7∼1.6으로 되어 있다. 즉, OD 값>0.7이 최적 조건이다. OD 값은 대수 표기이

기 때문에, OD 값을 콘트라스트비로 환산하면 콘트라스트비=4, 즉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소자를 바코드 판독기로 정확하게

판독하게 하는 경우, 반사값에서 본 경우, 콘트라스트비가 4 이상으로 설정하면 좋다. 이상으로부터 본 발명의 표시 소자

는, 수평 방향의 화소 피치 L<250㎛, 반사시의 콘트라스트비 CR>4의 2개의 조건 범위로 설정한다. 이에 의해, 판독시에

안정하게 판독할 수 있다.

반사막이 없는 백 라이트 방식이 완전한 투과형 액정 소자의 경우에는, 바코드 판독은 곤란하다. 그러나, 본 발명을 부분적

으로 반사막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반투과형의 반사막을 마련한 액정 표시 소자에 적용하는 것에 의해,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조건은, 반사광에서 본 경우, CR>4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바코드 판독기로 안정하게 판독할 수

있다.

(6-10) 전자 머니로의 적용

또, 상술한 방법을 휴대 전화를 이용한 전자 머니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하, 도 37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보안성

을 높이기 위해서, 바코드로서 표시하는 데이터를 시간 정보와 함께, 스마트 카드(예컨대, SIM 카드)(803) 중에 들어가 있

는 암호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바코드 데이터를 생성하여 표시한다. 이 암호화된 바코드를 바코드 판독기(708)로 판

독하고, POS 단말(750) 중에 있는 복호 키로 복호화한다. 이 방법이면 본인으로부터 부정하게 입수한 바코드를 복제하여

표시해서 결제하려고 해도, 시간이 경과하고 있어 시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유지된다.

또한 암호 키는 교환 가능한 SIM-IC 중에 있기 때문에, 만일 암호 키의 정보가 누설되고, 보안성이 깨어졌다고 해도, SIM

카드(803)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유지된다. 또한, 바코드 표시용의 데이터를, SIM 카드(803) 중

의 암호화 회로에 의해 암호화하고, 표시 회로부로 출력하여 바코드 표시하는 것에 의해 보안성이 높아진다.

또한, 바코드 표시용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서버(801)의 암호 키로 암호화한 후에 이 데이터를 휴대 전화(501)로 수

신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 휴대 전화(501)는 이 암호 데이터를 얻어 바코드 표시한다. POS 단말(750)에서 판독하

여, 서버(801)로 보낸다. 서버(801)의 복호 키로 복호하여, 인증하는 것에 의해 보안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전자 머니에 적용한 경우에는, 서버(801)로부터 상호 인증 통신을 행하는데, 예컨대, 100 달러의 전자 머니의 금액을, 휴

대 전화(501)의 메모리(802)에 다운로드한다. 이 전자 머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실 상점으로 이동한다. 상품의 구입

금액이 20 달러인 경우, 사용자가 이 휴대의 BC 모드 스위치를 눌러, 전자 머니 모드의 바코드 표시시킨다. 이 때에 표시되

는 바코드에는, 전자 머니의 서비스 ID와 서비스 회사 ID와 잔고 금액과, 휴대 전화 ID 또는 사용자 ID가 포함된다.

여기서 도 46에, 본 실시예에 따른 전자 머니의 데이터 구조 및 바코드로 표시되는 전자 머니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46의 (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자 머니의 데이터 구조는, 전자 머니의 종류를 나타내는 ID로서 서비스 ID나 서비스

회사 ID가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잔고 금액, 휴대 전화 ID 또는 사용자 ID에 부가하여, 보안성용의 인증 ID로서, 서버에 의

한 서명 데이터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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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해, 서버(801)의 공개 키에 의한 서명 데이터에 의해서, 전자 머니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전자 머니 데이터가 휴대 단말의 표시부에 표시될 때에는, 스마트 카드의 암호 키에 의해서 암호화가 실시된다. 그리고

도 46의 (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에 부가하여 시간 정보가 부가되어 바코드로서 표시된다. 이 바코드로 표시

된 전자 머니 데이터는, 상술한 바와 같이 POS 단말에서 복호화된다.

상점의 POS 단말(750)로, 휴대 전화(501)의 본 발명의 바코드를 판독하면, 구입 금액이 소액의 경우, PQS 단말(750)은,

판독한 바코드 데이터를 복호 키로 복호화하여, 잔고 금액이 구입 금액 이상이면 결제하고, 잔고 금액으로부터 구입 금액

을 뺀 새로운 잔고 금액을 인터넷과 휴대 전화 회선의 다운 링크 경유하여 휴대 전화(501)에 보내어, 휴대 전화(501)의 잔

고 금액 데이터를 고쳐 기입한다.

이 다운 링크의 데이터는 블루투스나 무선 LAN 등의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POS 단말(750)로부터 휴대 전화(501)에 직접

보내더라도 좋다. 또한 업 링크 데이터도 블루투스 등을 사용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 통신 인증용의 토큰 등의 ID 정보나

통신용의 암호 키 정보를 휴대 단말의 표시부에 바코드로 표시하는 것에 의해 토큰을 이용한 통신의 상호 인증용으로 이용

하는 것에 의해 휴대 단말과 고정 단말을 서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단말이 존재하더라도, 바코드 인증 가능하였

던 1대의 단말로 통신을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 단말과 고정 단말 사이의 통신의 확실성과 안전성과 신속성이 향상

한다. 또한 암호 통신에 의해 정보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상술한 휴대 전화(501)에 회선 경유하여 보낸 데이터에, 인증 데이터를 부가하여, 휴대 전화

(501)에 바코드 표시시킨다. 이 데이터를 바코드 스캐너로 판독하여 P0S 단말(750)에서 이 인증 데이터를 검증하고, 인증

한 결과를 확인하여 결제를 완료시킨다. 이 방법에 의해, 한층 더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자 머니의 결제 처리에 있어서, POS 단말(750)은, 우선, 바코드가 나타내는 서비스 ID로부터, 전자 머니, 상품 구입 쿠

폰, 표 구입 등의 서비스 종류를 특정한다. 다음에, 바코드가 나타내는 서비스 회사 ID(서비스 회사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어도 좋음)로부터 서비스 회사를 특정하여, 필요에 따라서 통신 회선이나 인터넷을 거쳐서 서비스

회사의 URL 등에 접속한다.

POS 단말(750)은, 잔고 금액이 구입 금액 이상인 경우, 바코드가 나타내는 잔고 금액으로부터 구입 금액을 뺀 새로운 잔고

금액을 센터에 보내고, 휴대 전화의 회선을 경유하여 휴대 전화(501)에 새로운 잔고 금액을 보낸다.

그리고 휴대 전화(501)는, SIM 카드(803) 내의 메모리의 잔고 금액 데이터를 새로운 잔고 금액 데이터를 고쳐 기입한다.

동시에 잔고 금액 데이터를 화면에 통상의 문자와 바코드의 쌍방으로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린다. 동시에 부저 음으로

사용자에게 잔고 금액의 변경을 통지한다. 이렇게 하여, 전자 머니의 사용이 행해진다.

이 경우, POS 단말(750)은, 판독한 바코드 데이터를 복호 키로 복호화하여, 서명 데이터를 검증하고, 또한, 잔고 금액이 구

입 금액 이상인 경우, 복호화한 바코드 데이터와 잔고 금액으로부터 구입 금액을 뺀 새로운 잔고 금액을 서버(801)에 보낸

다. 서버(80l)는, 잔고 금액을 갱신하고, 또한, 서명 데이터를 갱신하며, 이것을 인터넷과 휴대 전화 회선의 다운 링크 경유

로 휴대 전화를 보내어, 휴대 전화(501)의 전자 머니 데이터를 고쳐 기입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POS 단말(750)과 휴대 전화(501)의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전자 머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존의 바코드 판독기나 POS 단말(750)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

용 범위가 넓고 편리성이 높다.

또한, 이 경우, 사용자 부재 중에 휴대 전화(501)의 바코드 데이터가 판독되어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혹시 부정 사

용하더라도, 부정이 행해진 시점에서 휴대 전화에 새로운 잔고 금액이 문자로 표시되고, 또한, 부저 음이 울리기 때문에,

부정 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1회째의 바코드 표시시에 휴대 전화 번호나 휴대 전화의 메일 어드레스를 판독하게 한 경우, 앞서 서술한 잔액 뿐만

아니라 인증 데이터를 휴대 전화 회선으로 보내어, 휴대 전화에 바코드 표시시킨다. 이것을 바코드 판독기(708)로 판독 인

증을 행하는 것에 의해, 다른 휴대 전화에서의 부정 사용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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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휴대 전화 번호나 URL은 암호화하여 바코드 표시시킨다. 그리

고, 통신 회선으로 센터에 보내어 센터에서 복호하고, 휴대 전화 번호나 URL을 얻는 구성으로 하여, POS 단말(750)에서

는 복호할 수 없는 시스템 구성으로 한다. 이 구성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

(6-11) 로컬 무선 통신의 적용

도 47에, 본 발명을 로컬 무선 통신에 적용하는 경우의 휴대 전화(501)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47에서는, 도 7과의 대응 부

분에는 동일 부호를 부여하여 나타내고,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서비스 단말(90)이 상술한 POS 단

말(750)이며, POS 단말(750)로부터 휴대 전화(501)로의 다운 링크 데이터 및 업 링크 데이터를 블루투스에 의해 전송하

는 것에 의해, 로컬 무선 통신을 실현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다운 링크 데이터 및 업 링크 데이터를 블루투스 등의 로컬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바코드 표시를 개인 인증용으로 이용하

면 신속성이 향상한다. 이 경우, 서버와 휴대 전화(501)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POS 단말(750)을 거쳐서 행해진다. 이 경

우, POS 단말(750)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휴대 전화(105)는 특정한 POS 단말(750)과 통신 세션을 확립할 필요가 있

지만, 휴대 전화(105)에 로컬 무선 통신(예컨대, 블루투스)에 있어서의 휴대 전화의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바코드로 표시하

고, 그것을 판독한 POS 단말(750)과의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을 확립하도록 하더라도 좋

다.

도 48의 (a), (b)는, 각각, 바코드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의 확립을 행하는 휴대 전화와

POS 단말(750)의 처리 흐름도이다. 도 48의 (a)에 있어서, 휴대 전화(105)는, 우선, 단계(1fa)에서, 휴대 전화(105)의 디

바이스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바코드를 표시한다. 다음에, 단계(2fa)로 진행하여,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접속 요구의 수신

을 대기한다.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접속 요구가 수신된 경우에는, 단계(3fa)로 진행하여, 접속을 요구한 디바이스(P0S 단

말(750))와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한편, 이 때, POS 단말(750)은, 우선, 단계(1fb)에서, 휴대 전화(105)에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하고, 단계(2fb)에서 판독된

바코드가 나타내는 디바이스 어드레스가 나타내는 디바이스를 검색한다. 다음에, 단계(3fb)에서, 검색한 디바이스(휴대 단

말(105))에 대해,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접속 요구를 송신하고, 단계(4fb)에서, 그 디바이스(휴대 전화(105))와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또한, 단계(2fa)에서, 우연히,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접속 요구가 있어, 잘못하여 통신 세션이 확립되게 되는 것을 방지하므

로, 휴대 전화의 디바이스 어드레스와 함께, 난수를 세션 ID로서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도 49의 (a), (b)는, 각각, 이 경우의 휴대 전화(105)와 POS 단말(750)의 처리 흐름도이다. 도 49의 (a)에 있어서, 휴대 전

화(105)는, 우선, 단계(1ga)에서, 세션 ID로서 난수 A를 생성하고, 단계(2ga)에서, 휴대 전화(105)의 디바이스 어드레스

와 난수 A를 나타내는 바코드를 생성하여, 표시한다. 다음에, 단계(3ga)로 진행하여,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접속 요구의

수신을 대기한다.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접속 요구가 수신된 경우에는, 단계(4ga)로 진행하고, 접속 요구 중에 포함되는

난수와 난수 A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에는 단계(5ga)로 진행하며, 접속을 요구한 디바이스(POS 단말(750))와 로컬 무

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단계(3ga)로 되돌아가서, 다른 디바이스로부터의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접속 요구의 수신을 대기한다.

한편, 이 때, POS 단말(750)은, 우선, 단계(1gb)에서, 휴대 전화(105)에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하고, 단계(2gb)에서 판독한

바코드가 나타내는 디바이스 어드레스가 나타내는 디바이스를 검색한다. 다음에, 단계(3gb)에서, 검색한 디바이스(휴대

단말(105))에 대해, 로컬 무선 통신에 의한 접속 요구를 송신하고, 단계(4gb)에서, 그 디바이스(휴대 전화(105))와 로컬 무

선 통신에 의한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이 때, POS 단말(750)은, 단계(3gb)에서, 판독한 바코드에 포함되어 있던 난수를

세션 ID로서 접속 요구 중에 포함시켜 송신한다.

이와 같이, 휴대 전화(105)의 디바이스 어드레스와 함께, 난수를 세션 ID로서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 휴대

전화(105)는, 로컬 무선 통신을 하고자 하는 POS 단말(750)과 확실하게 통신 세션을 확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여, POS 단말(750)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대 전화(105)는 특정한 POS 단말(750)과 통신 세션을 확

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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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로컬 무선 통신으로 바코드를 자동 표시하는 경우의 휴대 전화(105)의 처리 순서를, 도 50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휴대 전화는 단계(1ad)에서 POS 단말(750)로부터 쿠폰의 종류를 나타내는 식별 정보를 수신한다. 여기서 휴대 전화(105)

가 POS 단말(750)로부터 수신하는 데이터는, 도 5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즉, 쿠폰의 데이터 구조는, 서비

스 ID 및 서비스 회사 ID로 이루어지는 쿠폰 종류의 식별 정보와, 쿠폰의 등록 번호로 되는 개개의 쿠폰을 나타내는 ID와,

상품 ID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휴대 전화(105)는 단계(2ad)에 있어서, 수신한 쿠폰 종류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쿠폰을 검색한다. 실제상, 휴대 전화

(105)는, 도 47에 나타내는 CPU(107)가 축적부(108)에 저장되어 있는 쿠폰의 정보와 단계(1ad)에서 수신한 쿠폰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것이 있었던 경우에는 단계(3ad)로 이행하여 쿠폰의 정보를 이차원 바코드로 표시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은, OFDM 변조 방식으로 변조된 변조 신호를, 제 1 주파수 영역에서 송신을 행하는 송

신국으로부터 송신된 제 1 송신 신호를 수신하는 제 1 수신부와 제 1 수신 신호를 동조하는 동조부와 복조하는 제 1 복조

부와 출력부를 갖는 제 1 수신 블럭과, 제 1 주파수대와는 동일하지 않은 제 2 주파수대 영역에서 수신을 행하는 송/수신국

으로부터 송신된, 제 2 송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제 2 수신부와 제 2 수신 신호를 복조하는 제 2 복조부를 갖는 제 2 수

신 블럭을 갖는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으로서, 제 2 수신 신호 중에 포함되는 상기 송/수신국의 식별 정보 또는/또한 상

기 제 1 송신 신호를 동조 또는 복조의 적어도 한쪽을 실행하기 위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제

1 송신 신호를 동조 또는 복조의 적어도 한쪽을 실행하기 위한 전송 정보를 얻으며, 상기 제 1 복조부에서, 제 1 수신 신호

의 동조 또는 복조의 적어도 한쪽을 실행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본 발명의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은, OFDM 변조 방식으로 변조된 변조 신호를, 제 1 주파수 영역에서 송신을 행하는 송

신국으로부터 송신된 제 1 송신 신호를 수신하는 제 1 수신부와 제 1 수신 신호를 동조하는 동조부와 복조하는 제 1 복조

부와 출력부를 갖는 제 1 수신 블럭과, 제 1 주파수대와는 동일하지 않은 제 2 주파수대 영역에서 수신을 행하는 송/수신국

으로부터 송신된, 제 2 송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제 2 수신부와 제 2 수신 신호를 복조하는 제 2 복조부를 갖는 제 2 수

신 블럭을 갖는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으로서, 제 2 수신 신호 중에 포함되는 상기 송/수신국의 식별 정보 또는/또한 상

기 제 1 송신 신호를 동조 또는/또한 복조하기 위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제 1 송신 신호를 동

조 또는/또한 복조하기 위한 전송 정보를 얻으며, 동조부 또는/또한 상기 제 1 복조부에서, 제 1 수신 신호의 동조 또는/또

한 복조를 행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본 발명의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은, OFDM 변조 방식으로 변조된 변조 신호를, 제 1 주파수 영역에서 송신을 행하는 송

신국으로부터 송신된 제 1 송신 신호를 수신하는 제 1 수신부와 제 1 수신 신호를 동조하는 동조부와 복조하는 제 1 복조

부와 출력부를 갖는 제 1 수신 블럭과, 제 1 주파수대와는 동일하지 않은 제 2 주파수대 영역에서 수신을 행하는 송/수신국

으로부터 송신된, 제 2 송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제 2 수신부와 제 2 수신 신호를 복조하는 제 2 복조부를 갖는 제 2 수

신 블럭을 갖는 OFDM 신호 전송 시스템으로서, 제 2 수신 신호 중에 포함되는 상기 송/수신국의 식별 정보 또는/또한 상

기 제 1 송신 신호를 동조 또는/또한 복조하기 위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제 1 송신 신호를 동

조 또는/또한 복조하기 위한 전송 정보를 얻으며, 동조부 또는/또한 상기 제 1 복조부에서, 제 1 수신 신호의 동조 또는/또

한 복조를 행함과 동시에, 복조한 데이터를 데이터 표시부에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들 구성에 의해, 수신 신호를 복조하기 전에, 복조에 필요한 전송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수신 수단과, 바코드를 형성하는 바코드 형성 수단과, 표시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수신 수단이 수

신한 데이터로부터 상기 바코드 형성 수단이 바코드를 형성하고, 상기 표시 수단이 상기 형성된 바코드를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수신 신호에 따른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전자 상거래에 이용하면, 용이하게 결제를 행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대 단말이 바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바코드 자체를 수신하는 경우에 비해, 수신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아도 된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상기 표시 수단의 근방 위치에 마련되어 바코드 판독 장치로부터의 광 또는 신호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을, 더 구비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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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에 의해, 검출 수단의 검출 결과에 연동시켜 바코드의 표시를 전환하도록 하면, 휴대 단말 이용자의 조작 없이, 바

코드 판독 장치의 판독 동작에 바람직하게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바코드 표시가 전환되게 된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한 검출 결과에 따라 상기 표시 수단에 표시하는 바코드를 순차적으로 갱신하

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바코드 판독 장치를 표시부에 닿게 해 놓는 것만으로, 순차적으로 바코드가 갱신되어 가기 때문에, 복수의

바코드로 표시되는 정보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수신 수단과, 수신 신호에 근거하는 바코드를 형성하는 바코드 형성 수단과, 주 표시부와 부 표시

부를 갖고 해당 부 표시부에 상기 바코드를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구비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수신 신호에 따른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전자 상거래에 이용하면, 용이하게 결제를 행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 표시부를 마련하여, 해당 부 표시부에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

는 동안에도, 주 표시부에는 소망하는 화상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좋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부 표시부는, 주 표시부보다도 해상도가 높게 되어 있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상세한 바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 면적이 작더라도, 바코드에 의한 정보량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주 표시부는 컬러 필터층이 형성되어 있음과 동시에, 부 표시부는 컬러 필터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

은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부 표시부에 바코드 판독을 위한 광을 조사하였을 때, 어느 화소를 통과한 반사광도 동일한 감쇠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밀도의 바이어도 오인식되는 것이 없어진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부 표시부에 표시해야 할 데이터를 복수개의 데이터로 나누고, 부 표시부에 복수회로 나누어 바코

드를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바코드로 표시해야 할 데이터량이 클 때에, 바의 밀도를 높이는 일없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복수 바코드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결과, 오인식 없이, 대용량의 표시 바코드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도록 된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주 표시부에 이차원 바코드를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이차원 바코드에 의한 표시 데이터량은, 일차원 바코드에 의한 표시 데이터량보다도 크기 때문에, 예컨대,

부 표시부에 표시하는 일차원 바코드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 또는 모두 표시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걸리는 대용량의 데이

터를 바코드 표시 요구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주 표시부에 이차원 바코드를 표시함으로써, 단시간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바코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바코드 표시해야 할 데이터량 또는 지시에 따라서, 상기 일차원 바코드 및/또는 상기 이차원 바코

드를 적응적으로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불필요하게 이차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한정된 화면을 유효 이용한 바코드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바코드 표시해야 할 데이터량에 따라서, 부 표시부에 표시하는 일차원 바코드와, 주 표시부에 표시

하는 이차원 바코드의 표시 바코드 패턴의 갱신 타이밍을 적응적으로 선정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예컨대 표시해야 할 데이터량이 많을 때에는 이차원 바코드의 갱신 타이밍을 빠르게 하고, 표시해야 할 데

이터량이 그만큼 많지 않을 때에는 이차원 바코드의 갱신 타이밍을 느리게 하거나 또는 갱신하지 않고, 일차원 바코드만을

갱신한다고 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에 의해, 데이터량에 따른 바코드 표시를 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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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부 표시부에 표시하는 일차원 바코드와 주 표시부에 표시하는 이차원 바코드의 단위 시간당의 표

시 정보량이 동일하게 되도록, 각 바코드의 표시 갱신 타이밍을 선정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일차원 바코드도 이차원 바코드도 단위 시간 당의 동일한 용량을 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코드 판

독 장치가 일차원 센서를 이용하는 바코드 판독 장치로도, 이차원 센서를 이용하는 바코드 판독 장치로도 판독 가능해진

다. 이 결과, 어떤 타입의 바코드 판독 장치로도 판독 가능해지기 때문에, 범용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부 표시부 및/또는 주 표시부에 복수회 바코드를 표시시키는 경우, 각 바코드 표시 기간 동안에 소

정 기간의 무표시 기간을 사이에 두어 복수회의 바코드 표시를 행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바코드 판독 장치의 오인식을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바코드 표시 기간을 무표시 기간보다도 길게 되도록 선정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연속하여 표시되는 이전의 바코드와 다음 바코드 사이의 시간적인 크로스토크에 의한 판독 오류가 대폭

감소된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복수의 정보 각각에 대해 복수의 바코드를 형성하고, 각 정보를 소정의 무표시 기간을 사이에 두면

서 복수의 바코드로 표시함과 동시에, 정보 단락의 바코드 사이에서의 무표시 기간을 각 정보 내에서의 무표시 기간보다도

길게 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바코드 판독 장치가 바코드 판독시에 무표시 기간의 시간을 측정하면, 각 정보의 선두의 바코드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판독 데이터의 선두 데이터의 동기 검출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수신 수단과, 수신 신호에 근거하는 바코드를 형성하는 바코드 형성 수단과, 상기 바코드를 표시하

는 표시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표시부에 복수회 바코드를 표시시키는 경우, 바코드의 선두부에서, 표시 순서를 나타내는

표시순번호 및 표시하는 바코드의 총수를 나타내는 표시 총수를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바코드 판독 장치의 바코드 판독시에, 예컨대 선두의 바코드가 아니라, 2번째의 바코드밖에 판독할 수 없

는 경우에도, 표시순번호에 관련지어 바코드 판독 장치로 판독된 정보를 축적해 두고, 차례차례로 표시순번호를 검출하며,

표시 총수분을 판독할 때까지 판독할 수 있다. 이 결과, 랜덤한 바코드의 부분적인 판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데

이터의 판독 시간을 단축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수신 수단과, 수신 신호에 근거하는 바코드를 형성하는 바코드 형성 수단과, 상기 바코드를 표시하

는 표시 수단과, 상기 표시 수단에 바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바코드 표시 스위치를 구비하며, 당해 바코드 표시 스위치가 조

작되었을 때, 미리 설정된 패스워드의 입력을 요구하고, 올바른 패스워드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는 구

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휴대 단말의 이용자 이외의 제 3 자는 패스워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이 휴대 단말에 의한 바코드

표시를 전자 상거래의 인증으로서 이용한 경우의 휴대 단말의 도난에 의한 오인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암호 처리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수신 수단이 수신한 데이터를 상기 암호 처리 수단이 암호화

하고, 상기 암호 처리 수단이 암호화한 데이터로부터 상기 바코드 형성 수단이 바코드 데이터를 형성하며, 상기 표시 수단

이 상기 형성된 바코드 데이터를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예컨대 휴대 단말의 이용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 3 자가 바코드를 부정으로 판독하였다고 해도, 암호 키가

없으면 바코드의 정보를 복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은, 무선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바코드를 형성하는 바코드 형성 수단과, 표시 수단과,

로컬 무선 통신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수신 수단이 수신한 데이터 중에서, 로컬 무선 통신 수단이 수신한 식별 정보가 나

타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검색된 데이터를 바코드로서 상기 표시 수단에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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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에 의해, 휴대 단말의 이용자가 선택 조작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전자 상거

래에 이용하면, 용이하게 결제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과, 휴대 단말에 상품 정보 또는 서비스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 송신 장치와, 전

자 상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유통 관리 장치를 구비하며, 상기 휴대 단말은, 상기 관리 송신 장치를 거쳐서 상품 정보 또는

서비스 정보를 수취함과 동시에, 상기 유통 관리 장치로부터 상기 상품 정보 또는 서비스 정보에 관한 보충 정보를 수취하

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예컨대, 정보 송신 장치로부터 무선에 의해 상품의 종류나 가격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일 방향 송신

에 의해 수취하고, 유통 관리 장치로부터 인터넷에 의해 상세 정보를 쌍 방향 통신에 의해 수취하도록 하면, 대용량의 상품

정보 또는 서비스 정보를 편리하고, 유효하게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상기 정보 송신 장치가 송신하는 상기 상품 정보 또는 서비스 정보는 방송 신호이며, 상

기 휴대 단말은 상기 유통 관리 장치와 쌍 방향의 통신을 행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상기 보충 정보는, 휴대 단말 또는 휴대 단말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인 구성을 채용한

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과, 상품의 교환을 행하는 점포에 마련되어 바코드 판독 장치를 갖는 점포

단말과, 전자 상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유통 관리 장치를 구비하며, 상기 휴대 단말은, 상기 유통 관리 장치로부터 수취한

상품 정보, 서비스 정보 또는 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로서 표시하고, 상기 바코드 판독 장치는, 휴대 단말에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하며, 상기 점포 단말 또는 상기 유통 관리 장치는, 바코드 판독 장치에 의해서 판독된 바코드의 정보에 근거

하여 결제를 행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과, 상품의 교환을 행하는 점포에 마련되어 바코드 판독 장치 및 대조 장치를

갖는 점포 단말과, 무선에 의해 상품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 송신 장치를 구비하며, 상기 정보 송신 장치는, 상기 휴대 단말

및 상기 점포 단말의 양쪽에 상기 상품 정보를 무선 송신하고, 상기 휴대 단말은, 수신한 상품 정보에 따른 데이터를 바코

드로서 표시부에 표시하며, 상기 점포 단말은, 상기 바코드 판독 장치에 의해 휴대 단말에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함과 동시

에, 상기 대조 장치에 의해 바코드 판독 장치에 의해서 판독된 바코드의 정보와 상기 정보 송신 장치로부터 수취한 상품 정

보를 대조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들의 구성에 의해, 신속하고 또한 용이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과, 상품의 교환을 행하는 점포에 마련되어 바코드 판독 장치 및 대조 장치를

갖는 점포 단말과, 상기 휴대 단말에 상품 정보 또는 서비스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 송신 장치와, 전자 상거래 정보를 관리

하는 유통 관리 장치를 구비하며, 상기 휴대 단말은, 상기 정보 송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품 정보 또는 휴대 단말 이용자

가 선택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로서 표시하고, 상기 바코드 판독 장치는, 휴대 단말에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하며, 상

기 대조 장치는, 바코드 판독 장치에 의해서 판독된 바코드의 정보와 상기 유통 관리 장치로부터 전송된 관리 정보를 대조

함과 동시에, 거래 정보를 상기 유통 관리 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유통 관리 장치는, 거래 정보에 근거하여 관리 정보를 변

경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휴대 단말 이용자는 어디에서도 용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구입 예약 데

이터를 구두로 전하거나, 종이에 인자하지 않더라도, 휴대 단말의 표시부에 바코드로 구입 예약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

하고, 이것을 점포 단말의 바코드 판독 장치로 판독하여, 대조 장치에서 대조하는 것에 의해, 간단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결과, 순간적으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정보 송신 장치는, 휴대 단말의 위치 및/또는 시간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실제상, 휴대 단말 이용자에게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휴대 단말에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소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예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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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점포 단말은, 데이터페이스를 갖고, 유통 관리 장치는, 휴대 단말의 이용자가 선택한 점

포의 데이터베이스에 휴대 단말 이용자가 선택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저장시키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휴대 단말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예약(선택)하면, 그 정보가 선택한 점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되기 때문에, 휴대 단말 이용자가 점포에 나가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의 바코드로부터 판독한 데이터를 신속하

게 인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정보 송신 장치에 의해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서비스 정보는, 전기 요금, 전화 료금, 가스

요금 또는 수도 요금인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휴대 단말의 바코드에는 전기 요금, 전화 료금, 가스 요금 또는 수도 요금이 표시되고, 이것을 예컨대 편의

점에 마련된 점포 단말에서 판독하고, 이것을 전기 회사, 전화 회사, 가스 회사 또는 수도 회사에 마련된 유통 관리 장치에

송출하면, 간단하게 상기 요금의 지불을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이, 암호화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바코드로서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예컨대 휴대 단말의 이용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 3 자가 바코드를 부정으로 판독하였다고 해도, 암호 키가

없으면 바코드의 정보를 복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과, 상품의 교환을 행하는 점포에 마련되어 바코드 판독 장치를 갖는 점포 단말

을 구비하며, 상기 휴대 단말은 브리지 미디어에 기억된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부를 갖고, 당해 브리지 미디어에 기억된 상

품 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당해 상품 정보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로서 표시부에 표시하며, 상기 점포 단말은, 상기 바코드

판독 장치로부터 상기 휴대 단말에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하고, 판독한 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를 행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신속하고 또한 용이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상기 브리지 미디어는 암호 처리 수단을 갖고, 상기 휴대 단말은 암호화된 상품 정보를

판독하여 바코드 표시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과, 상품의 교환을 행하는 점포에 마련되어 바코드 판독 장치 및 대조 장치를

갖는 점포 단말과, 상기 휴대 단말에 상품 정보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 송신 장치와, 전자 상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유통 관

리 장치를 구비하며, 상기 유통 관리 장치는 유지하고 있는 상품 구입 프로그램 및 상품 정보를 상기 정보 송신 장치를 거

쳐서 상기 휴대 단말에 송신하고, 상기 휴대 단말은, 수신한 상기 상품 구입 프로그램 및 상품 정보에 따라 형성한 상품 관

련 정보를 표시부에 표시함과 동시에, 휴대 단말 이용자가 표시부에 표시된 상품 관련 정보를 참조하여 선택한 상품 관련

정보를 바코드로서 표시부에 표시하며, 상기 바코드 판독 장치는, 휴대 단말에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하며, 상기 대조 장치

는, 바코드 판독 장치에 의해서 판독된 바코드의 정보와 상기 유통 관리 장치로부터 전송된 관리 정보를 대조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휴대 단말의 이용자는, 상품 구입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상품 관련

정보(예컨대, 할인된 상품 가격)를 보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 관련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에 그 선택한

상품 관련 정보가 바코드로서 표시된다. 휴대 단말 이용자는, 점포 단말로 그것을 판독하고, 그 정보가 점포 단말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면 상거래가 성립한다. 이 결과, 정보 송신 장치로의 업 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다운 링크만으로 전자

상거래를 완료시킬 수 있어, 예컨대 송신 기능을 갖지 않는 휴대 텔레비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바코드로 표시한 데이터를 전자 머니로서 사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바코드를 판독하게 함으로써 용이하게 결제를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과, 점포 단말과, 유통 관리 장치를 포함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으로서, 미리

유통 관리 장치와의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주문 처리를 행하고 있고, 휴대 단말의 이용자가 점포에 나가서 결

제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 점포 단말은 유통 관리 장치로부터 미리 결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취하고 있으며, 휴대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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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점포에 나갔을 때, 결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 단말의 표시부에 바코드로서 표시시키고, 점포 단말의 바코

드 판독 장치에 의해 바코드를 판독하여, 판독한 바코드의 내용과 점포 단말이 미리 수취하고 있는 결제 처리에 필요한 정

보를 대조하여 결제 처리를 행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휴대 단말 이용자는 어디에서도 용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예약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구입 예약

데이터를 구두로 전하거나, 종이에 인자하지 않더라도, 휴대 단말의 표시부에 바코드로 구입 예약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

시하고, 이것을 점포 단말의 바코드 판독 장치에서 판독하며, 판독한 정보를 점포 단말이 유통 관리 장치로부터 미리 수취

하고 있는 정보와 대조하는 것에 의해, 간단하고 또한 신속하게 결제를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결제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휴대 단말과 유통 관리 장치와의 사이에서 구입 주문 처리를

행하였을 때의 시간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 구성에 의해, 시간 정보는 휴대 단말과 점포 단말만이 공유하는 정보로 되고, 다른 휴대 단말에 의한 결제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의 보안성이 향상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이, 결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바코드 표시하도록 한다.

이 구성에 의해, 예컨대 휴대 단말의 이용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 3 자가 바코드를 부정으로 판독하였다고 해도, 암호 키가

없으면 바코드의 정보를 복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유통 관리 장치는, 결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소정의 암호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해서 휴

대 단말에 송신해 두고, 휴대 단말은, 암호화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바코드 표시하며, 점포 단말은, 바코드로부터 판독한

정보를 유통 관리 장치에 송신하고, 유통 관리 장치는, 점포 단말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암호 키에 의해 복호

하여, 결제를 인증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결제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예컨대 개인의 휴대 전화 번호나 URL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 정보

가 포함된 바코드를 점포 단말에서 판독하였다고 해도, 점포 단말에서는 이것을 복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

시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유통 관리 장치가, 결제에 필요한 정보에 서명 데이터를 부가하여 휴대 단말 및 점포 단

말에 송신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서명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결제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휴대 단말 및 점포 단말이, 서로 무선에 의해 직접 통신 가능으로 되어 있고, 점포 단말이,

휴대 단말의 결제 후의 잔액 데이터를 무선에 의해 리라이트하도록 한다.

이 구성에 의해, 신속하게 휴대 단말의 잔액 데이터를 리라이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된다.

본 발명의 입장 관리 시스템은, 입장 희망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 단말과, 입장구 부근에 마련되어 바코드 판독 장치 및

대조 장치를 갖는 입장 관리 단말과, 휴대 단말에 입장 허가 정보를 송신하는 정보 송신 장치를 구비하며, 휴대 단말은, 정

보 송신 장치로부터 무선 수신한 입장 허가 정보를 바코드로서 표시하고, 입장 관리 단말은, 휴대 단말에 표시된 바코드의

정보에 따라 입장 희망자의 입장을 허가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입장 희망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간단하게 입장 허가 티켓 대신에 입장 허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 이

것을 바코드 표시하고, 입장 관리 단말에서 판독하는 것만으로 입장 허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소망하는 장소

에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입장 관리 시스템은, 입장 관리 단말이, 휴대 단말과 무선 통신하는 통신 수단을 더 구비하며, 바코드에 부가하

여 휴대 단말과의 무선 통신 정보에 따라 입장 희망자의 입장을 허가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예컨대 바코드에 표시하는 정보량이 큰 경우 등에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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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로컬 무선 시스템은, 제 1 통신 단말과, 당해 제 1 통신 단말과 통신 가능하며 또한 바코드 판독 장치를 갖는 제

2 통신 단말을 포함하는 로컬 무선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 1 통신 단말의 표시부에 제 1 통신 단말의 식별 정보를 바코드에

의해 표시하고, 상기 제 2 통신 단말은 상기 바코드 판독 장치에 의해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하며, 복수의 통신 단말 중에서

상기 식별 정보가 나타내는 상기 제 1 통신 단말을 검색하여, 상기 제 1 통신 단말과 무선 통신을 행하는 구성을 채용한다.

이 구성에 의해, 복수의 통신 단말 중에서 선택적으로 로컬 무선 통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바코드를 표시한 통신 단

말과 바코드를 판독한 통신 단말만으로 통신이 확립하기 때문에, 비닉성(秘匿性)이 대단히 높은 로컬 무선 통신을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로컬 무선 시스템은, 제 1 통신 단말이 표시하는 바코드는, 이차원 바코드인 구성을 채용한다.

본 명세서는, 2000년 12월 6일 출원의 특허 출원 제 2000-371539 호, 2000년 12월 6일 출원의 특허 출원 제 2000-

371570 호, 및 2000년 12월 28일 출원의 특허 출원 제 2000-403517 호 근거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모두 여기에 포함시

켜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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