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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있음

(54) “스마트-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방법, 원격 통신 시스템 및 원격 통신 핸드

셋

요약

데이터 소스(MT, MT1, MT2, MT3, BS, I-DQS1, I-DQS2)와 데이터 싱크(MT, MT1, MT2, MT3, E-DQS, I-DQS1, I-

DQS2) 사이에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

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의 "스마트 홈"-시나리오를 조작자가 조작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라인 교환된(line-switched) 및/또는 패킷 교환된(packet-switched) 네트워크(LVN, PVN)에 연결되어 전화 대화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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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기 위한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지국

(BS) 그리고 전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및/또는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서로 연결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

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송/수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이동부(MT, MT1, MT2, MT3, STB,

MB, MBK, TKHA)로 이루어진 - 바람직하게는 무선-전화 핸드셋 또는 이동 전화로서 형성된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의 이동부(MT, MT3, TKHA)가 제어 명령(STK)을 발생시키고, 무선 통신 또는 원격 통신에 가입한 장치들

간에 이루어지는 메시지 교환 중에 상기 제어 명령을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목적한 바대로 전송하며, 이 경우 상기

제어 명령(STK)에 의해서는 데이터 소스(MT, MT1, MT2, MT3, BS, I-DQS1, I-DQS2) 내에 저장된 텍스트 데이터, 오

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가 응답되고, 데이터 싱크(MT, MT1, MT2, MT3, E-DQS, I-DQS1, I-

DQS2)로의 상기 데이터의 출력(output), 릴리스(release) 혹은 전송(transfer), 또는 데이터 소스(MT, MT1, MT2, MT3,

BS, I-DQS1, I-DQS2)에서의 상기 데이터의 출력이 프롬프트(prompt) 되고 야기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독일어의 "지능적인 집/건물(Intelligentes Haus/Gebaeude)" 또는 "서비스-집/건물(Service-Haus/Gebaeude)"에 해당

하는 "스마트 홈(Smart Home)"이라는 용어는, (일가족용-)주택 또는 건물(다세대 주택, 고층 건물, 공장 건물, 사무소용

대형 건물, 주택 가옥군 등) 내부의 부분적인 자동화를 포함하여 전자 오락기, 통신 기술 장비 및 옥내 기술 장비의 토털 네

트워킹(total networking)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와 같은 토털 네트워킹에서는 집/건물 내에 있는 모든 설비 및 장치

들이 국부적인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광역적인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인

기술적 수렴의 결과로서 전술한 네트워킹 기술 장비들이 점점 더 많이 통합되는 추세이다.

가정 분야에 적용되는 상기와 같은 네트워킹 원리에서는, 무선 통신 기술 장비 그리고 특히 상기 네트워킹 원리를 위하여

간단하고, 신속하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술들이 확실하게 키 역할

(key role)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위 "핫-스팟(Hot-Spots)"으로 불리는 300 미터까지의 작은 지역에서,

상기 "핫-스팟" 안에 있는 각각의 실제 거주지로부터 광역 네트워크, 예컨대 인터넷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스마트 홈"-소

유자로 하여금 고유한 국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무선-기술들이 언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쇼트

구간 무선 영역(short range radio field)을 커버하는 잠재적인 무선-기술로서는 바람직하게 IEEE-스탠더드 802.11

(a...)에 따른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기술, ETSI-스탠더드 ETS 300 175-1...7에 따른 DECT(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기술, Bluetooth-스탠더드 (BT Spec. v1.2)에 따른 Bluetooth-기술, IEEE-

스탠더드 802.16에 따른 WiMax-기술, IEEE-스탠더드 802.15.4에 따른 ZigBee-기술 및/또는 GSM- 혹은 3GPP-무선

통신 시스템과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동 무선 통신-기술이 전술한 쇼트 구간 무선 스탠더드들 중에서 하나의 스탠더

드와 연계하여 고려된다.

무선 통신 기술 장비와 네트워킹 된 장치 및 설비들은, 예를 들어 작동 및 조절 기능, 안전 및 모니터링 기능, 건강 및 치료

기능, 제어 기능, 수리 논리 기능 그리고 통신 및 오락 기능과 같은 다수의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는 "지능적인 집/건물"에

서 원격 통신 시스템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선 통신 기술 장비에 의해서 지능적으로 네트워킹 된 집/건물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가 상기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상기 네트워킹 된 집/건물 내부에서(통

신) 또는 외부에서(원격 통신) "스마트 홈"-시나리오에 가입한 장치들과 설비들 사이에서 전송되며, 그럼으로써 상기 장치

및 설비들은 데이터 소스(data source) 및/또는 데이터 싱크(data sink)로서 기능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가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싱크 사이에서 전송되는, "스마트 홈"이라는 주제하에서 논의된 시나리오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조작자 및 조작에

대하여 친화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스마트-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방법, 원격 통신 시스템 및 원

격 통신 핸드셋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스마트-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청구항 1에 기술된 특징들에 의해

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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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상기 목적은, "스마트-홈"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원격 통신 시스템과 관련하여 청구항 21에 기

술된 특징들에 의하여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스마트-홈"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원격 통신 핸드셋과 관련하여 청구항 41에 기술

된 특징들에 의하여 달성된다.

본 발명의 기본 사상은, - 라인 교환된(line-switched) 및/또는 패킷 교환된(packet-switched)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전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지국

그리고 전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및/또는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연결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

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이동부로 이루어진 - 바람직하게는 무선-전화 핸드셋 또는

이동 전화로서 형성된, "스마트-홈"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동부가 제어 명령을

발생시키고, 무선 통신 또는 원격 통신에 가입한 장치들 간에 이루어지는 메시지 교환 중에 상기 제어 명령을 예컨대 HF-

신호 또는 무선 신호에 내장된 상태로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 목적한 바대로 전송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기 제어 명령에

의해서는 데이터 소스 내에 저장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가 응답되고, 데이터

싱크로의 상기 데이터의 출력(output), 릴리스(release) 혹은 전송(transfer), 또는 데이터 소스에서의 상기 데이터의 출력

이 프롬프트(prompt) 되고 야기된다.

상기 이동부 및 상기 장치들 자체가 데이터 소스 및 데이터 싱크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제어 명령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타난다:

(ⅰ) 기지국 및/또는 이동부 내에서 종료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가 응답되며,

상기 데이터는 출력, 릴리스 혹은 전송을 목적으로, 데이터가 종료된 장치로부터 해당 제 1 이동부를 구비한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로, 해당 제 2 이동부를 구비한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로 및/또는 기지국과 연결되

고 라인 교환된 및/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에 할당된 EXTERN-데이터 소스/-싱크로 직접적으로 - 즉, 예를 들어 추가

이동부, 기지국 및/또는 기타 장치의 중간 접속 없이 - 또는 간접적으로 - 즉, 예를 들어 추가 이동부, 기지국 및/또는 기타

장치의 중간 접속에 의해서 - 전송되고 및/또는

(ⅱ) 이동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 및/또는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 내에서 종료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가 응답되며, 상기 데이터는 출력, 릴리스 혹은 전송을 목적으로, 데이

터가 종료된 장치로부터 상기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에 할당된 제 1 이동부 또는 상기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에 할당된 제 2 이동부 및/또는 기지국을 통해서 이동부, EXTERN-데이터 소스/-싱크,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 및/또는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로 직접적으로 - 즉, 예를 들어 추가 이동부, 기지국 및/또는 기타 장

치의 중간 접속 없이 - 또는 간접적으로 - 즉, 예를 들어 추가 이동부, 기지국 및/또는 기타 장치의 중간 접속에 의해서 -

전송된다.

제어 명령을 형성하고 발송하는 이동부는 예를 들어 종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편리한 조작 표면(예컨대 키 패드, 디스플

레이, 메뉴 제어부, 음성 제어부 등)이 설치된 무선-전화 핸드셋이거나 또는 상기와 같은 조작 표면이 설치되고 전술한 목

적으로 설계된 추가의 제어 기능을 갖는 이동 전화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기능이 보완된 무선-전화 핸드셋/이동 전화

가 한편으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동 통신 기기로서 이용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 홈"-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어기 또는 원격 조작 기기로서 이용될 수 있음으로써, 상기 무선-전화 핸드셋 또는 이동 전화의 사용자 혹

은 조작자를 위한 조작 편리성이 개선된다. 사용자 혹은 조작자는 예를 들어 전화 통신(telephony), "거주지"-영역(예컨대

SOHO-영역; Small Office/HOme) 등에 있는 장치 또는 설비들의 지능적인 제어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 "-시나리오를 위

해서 단 하나의 장치만을 더 필요로 하고, 선행 기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기 두 가지 경우, 즉 무선-전화 핸드셋 및 이동 전화에서는 언급된 기지국이 청구항 6, 7, 26, 27, 46 및 47에 따라 무선-

기지국이다. 이 경우, 상기 무선-기지국에 이동 전화를 연결하는 작업은 무선-인터페이스, 예컨대 "블루투쓰(Bluetooth)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추가의 바람직한 개선예들은 나머지 종속항들 및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설명부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다음

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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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부의 제어 기능은 제어 명령을 넘어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의 출력, 릴

리스 혹은 전송을 위한 조작 편리성을 개선하는 체크 명령(check commands)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청구항 2, 22, 42).

예를 들어 데이터의 재생/출력과 관련된 통상적인 체크 명령은 "전방향 및 후방향", "종료", "중단(Interrupt)/일시 정지", "

정지", "계속" 등의 명령이고, 릴리스 및 전송과 관련된 통상적인 체크 명령은 "중지(Abort)", "삭제", "복사" 등의 명령이다.

원격 통신 시스템의 "스마트 홈"-환경에서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물리적 자원들(resources)을 전송될 데이터(예

컨대 음성 데이터, 패킷 데이터) 및 상기 데이터와 일반적으로 연관된 데이터의 양에 맞추어 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상

황에 따라서는 전술한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위해 상이한 별도의 공중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예를 들면 광대역 전송을 위한 공중 인터페이스(예컨대 Bluetooth-인터페이스, IEEE 802.11a/b/g를 토대로 하는 인

터페이스 등) 및 전화 통신을 위한 공중 인터페이스(예컨대 DECT-, WDCT-, GSM-인터페이스 등)가 제공된다. 다른 한

편으로는, 호환성(compatability) 측면,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측면 및 장애 발생도(susceptibility to

interference) 측면 때문에 때때로 "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단 하나의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 바람직하게는 광대역 전송에 적합한 공중 인터페이스(예컨대 스탠더드 IEEE 802.11 a/b/g 등을 토대로 하는 인터페이

스)를 통해서 조종할 필요가 있다(참조. 청구항 3 내지 5, 23 내지 25 및 43 내지 45).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WiMax- 및/또는 ZigBee-기술을 토대로 하는 인터페이스와 같은 또 다른 무선-인터페이스도 고려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도면 1 내지 11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1은 "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이고,

도 2는 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이며,

도 3은 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이고,

도 4는 이동부를 구비하여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동부의 사용자가 "대기(stand-by)"-모드에 있

는 퍼스널 컴퓨터를 깨워서 작동시킬 때 따르게 되는 제 1 메시지 순서도(message sequence chart)이며(제 1 "스마트 홈

"-시나리오),

도 5a 내지 도 5c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동부의 사용자가 한 기지국 내에서 종료된 하나의 멀티

미디어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처리하며, 새로운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생성할 때 따르게 되는 제 2 메시지 순서도이고

(제 2 "스마트 홈"-시나리오),

도 6은 이동부를 구비하여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동부의 사용자가 하나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수신하고, 다시 말해 상기 이동부에서 종료하고, 디스플레이할 때 따르게 되는 제 3 메시지 순서도이며(제 3 "스마트 홈"-

시나리오),

도 7a 및 도 7b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동부의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다른 이동부로 전

송할 때 따르게 되는 제 4 메시지 순서도이고(제 4 "스마트 홈"-시나리오),

도 8a 내지 도 8d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동부의 사용자가 퍼스널 컴퓨터에 저장된 비디오-필름

을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볼 때 따르게 되는 제 5 메시지 순서도이며(제 5 "스마트 홈"-시나리오),

도 9a 내지 도 9d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동부의 사용자가 퍼스널 컴퓨터에 저장된 MP3-파일

을 HIFI-장치에서 출력할 때 따르게 되는 제 6 메시지 순서도이고(제 6 "스마트 홈"-시나리오),

도 10a 내지 도 10c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동부의 사용자가 상기 이동부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

송의 시작 및 광고 블록에 의한 상기 텔레비전 방송의 중단에 대한 정보를 받을 때 따르게 되는 제 7 메시지 순서도이며(제

7 "스마트 홈"-시나리오),

도 11a 내지 도 11c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동부의 사용자가 상기 이동부를 이용하여 "텔레보우

팅(Televoting)"에 가입할 때 따르게 되는 제 8 메시지 순서도이다(제 8 "스마트 홈"-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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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상기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은 바람직하게 무선-기지국으로서 형성된 기지국(BS) 그리고 무선-이동부 및 유선 이동부

로서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이동부(MT)를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BS)은 라인 접속부(a/b)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 ISDN-

네트워크 또는 PSTN-네트워크로서 형성될 수 있는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에 연결되고, 추가의 xDSL-접속부 또는

ETHERNET-접속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에 연결되며, 상기

이동부(MT)는 EXTERN-통신 -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 및/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에 대한 액세스 - 을 위

하여 및/또는 INTERN-통신 - 원격 통신 시스템 내에 있는 이동부들 상호 간의 통신 - 을 위하여 각각 하나의 공중 인터페

이스(LSS) 또는 라인 인터페이스(LTSS)를 통해 양방향으로 기지국(BS)과 접속되어 있다.

상기 EXTERN-통신은 예를 들어 상기 기지국(BS) 및/또는 이동부(MT)와 서비스 센터(DZ) 사이에서 "Short Message

Service; SMS"에 따라 전송되는 짧은 메시지 및/또는 "Multimedia Message Service; MMS"에 따라 전송되는 멀티미디

어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 내에 있는 한 가입자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원격 통신 가입자에게 발송하고자 하거나 또는 상기 원격 통신 시스템 가입자가 상기와 같은 메시지를 멀

리 떨어져 있는 상기 원격 통신 가입자로부터 수신하기 때문이다.

INTERN-통신의 경우에는 상기 통신에 가입한 이동부들이 일반적으로 기지국(BS)을 통해 통신하며, 이 경우 기지국은 상

기 통신의 제어(접속) 기능을 담당하지만, 실제 유효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송될 데이터를 단순히 순방향으로 전달한다. 그

러나,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기지국(BS)과 연결되어 있는 이동부들이 기지국(BS)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소위 "포

인트-투-포인트(Point-To-Point)"-접속의 진행 중에 데이터를 상호 전송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며, 상기 "포인트-투-포

인트(Point-To-Point)"-접속의 경우에는 이동부들이 접속의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유효 데이터의 전송 기능까지도

담당한다.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무선-기지국(BS)과 접속된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의 무선-이동부(MT)는 무선

INPUT/OUTPUT-이동 박스(MB), 소위 무선 I/O-이동 박스이거나, 또는 하나의 키 패드 또는 음성 제어부로 이루어진 사

용자 인터페이스(조작- 또는 사용 표면) 그리고 메뉴 제어부를 갖춘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무선의 간편-전화 핸드셋

으로 형성된 매우 일반적인 원격 통신 핸드셋(TKHA)인 반면, 라인 인터페이스(LTSS)를 통해 기지국(BS)과 접속된 유선

이동부(MT)는 공지된 기능을 갖는 유선의 셋탑-박스(Settop-Box; STB)이다.

도 1에 도시된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에 대한 대안으로서, 무선의 간편-전화 핸드셋 대신에 상기와 같은 핸드셋과

동일한 또는 필적할만한 특징을 갖는 동시에 무선-기지국(BS) 및 다른 무선-이동부(MT)에 대한 무선 접속을 위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갖춘 이동 전화(예컨대 GSM- 또는 3GPP-핸디)가 이용되는 정도까지 변형된 원격 통신 시스템도 "스마트

홈"-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추가 변형예에서는, 추가로 무선-기지국(BS)을 이동 무선 통신-기지국으로 대체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이와 같은 대체

의 결과로, 상기와 같은 원격 통신 시스템의 INTERN-통신은 오로지 이동 무선 통신-기지국의 개입 없이 포인트-투-포인

트-접속의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이동부로부터 무선-이동부로의 무선 통신 또는 무선-이동부로부터 무선-인터페이스를

갖춘 이동 전화로의 무선 통신이 된다. 이동 전화로부터 외부 네트워크로의 상기 원격 통신 시스템의 EXTERN-통신은 이

동 무선 통신 영역에서와 같이 이동 무선 통신-기지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상기 EXTERN-통신은 다른 무선-이동부

(MT)로부터 이동 전환 및 이동 무선 통신-기지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이동 전화는 무선-/이동 무선 통신 컨버

터로서 기능한다.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의 다양한 I/O-이동 박스(MB) 및 셋탑-박스(STB)는 다양한 장치 및 설비를 갖춘 "스마트

홈"-환경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 1 이동부(MT1)로서 형성된 I/O-이동 박스(MB)는 라인 접속부(USB, ETHERNET)

를 통해 퍼스널 컴퓨터(PC)에 접속되어 있다. 그러나 퍼스널 컴퓨터(PC)를 상기 라인 접속부(USB, ETHERNET)를 통해

제 1 이동부(MT1) 또는 I/O-이동 박스(MB)와 접속하는 대신에, 제 1 이동부(MT1)로서 형성되고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버스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I/O-이동 박스 카드(MBK)를 퍼스널 컴퓨터(PC)의 빈 PCI-카드

슬롯 상에 제공하는 통합 해결 방안도 또한 가능하다.

더 나아가, 제 2 이동부(MT2)로서 기능하는 추가의 4개의 I/O-이동 박스(MB)는 하나의 텔레비전 수상기(FA), 하나의

HIFI-장치(HA) 및 2개의 전기 장치(ELG), 즉 세탁기 및 전자 레인지와 연결된다. 텔레비전 수상기(FA)와 제 2 이동부

(MT2) 사이의 접속부가 바람직하게는 라인 접속부(SCART), 즉 S-비디오(Syndicat des Constructeurs d'Appareils

Radiorecepteurs et Televiseurs; Super-Video)이고, HIFI-장치(HA)와 제 2 이동부(MT2) 사이의 접속부가 바람직하

게는 라인 접속부(CINCH, S/PDIF)(CINCH 사(社)로부터 연원되고, 동축 케이블에 사용되는 전기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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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접속부; Sony/Philips Digital InterFace)인 반면, 상기 2개의 전기 장치(ELG), 즉 세탁기와 전자 레인지 사이의

접속부는 바람직하게 라인 접속부(EIB, LON, LCN, KNX)(European Installation Bus - 모든 종류의 기술적 장치들을 제

어하기 위한 건물 설비용의 표준화된 버스; Local Operating Network - 미국 회사 Echolon의 필드 버스 시스템; Local

Control Network - Issendorf 사(社)의 버스 시스템; 3개의 버스 시스템 EIB, BatiBus 및 EHS의 파워가 결합됨으로써 상

호 운용성이 보장되는 KoNnex-스탠더드, 이 경우 BatiBus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EIB-버스와 유사하게 구

성되었으며, EHS는 "European Home System"이라는 주제하에 구성된 다수의 유럽 회사들의 연합)이다. 지시된 전체 라

인 접속부들 SCART, S-VIDEO, CINCH, S/PDIF, EIB, LON, LCN, KNX는 가정용 기술 장비 및 전자 오락기에서 사용되

는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스탠더드 인터페이스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I/O-이동 박스 <---> 퍼스널 컴퓨터"의 할당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통합 해결책이 당연히 텔레비전 수

상기(FA), HIFI-장치(HA) 그리고 전기 장치(ELG)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상기 전기 장치(ELG),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퍼스널 컴퓨터(PC), 기지국(BS)뿐만 아니라 제 1 및 제 2

이동부(MT1, MT2)로 형성된 I/O-이동 박스(MB)도 또한 전류 공급을 목적으로 전류 공급 회로망(SVN)에 접속되어 있

다.

이와 달리, 제 3 이동부(MT3)로서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기지국(BS)과 연결된 원격 통신 핸

드셋(TKHA)은 배터리 혹은 축전지에 의해서 작동되는 반면에, 제 2 이동부(MT2)에 속하고 라인 인터페이스(LTSS)를 통

해 기지국(BS)과 연결된 셋탑-박스(STB)는 I/O-이동 박스(MB)와 마찬가지로 전류 공급 회로망(SVN)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셋탑-박스(STB)는 DVB-신호(DVB-T/S/C)(Digital Video Broadcasting-Terrestrial/Satellite/-Cable)를 수신하

여 이 DVB-신호를 공지된 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FA) 및 HIFI-장치(HA)용의 아날로그-신호(Analog-Signal)/디지

털-신호(Digital-Signal)(AS/DS)로 변환시킨다.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에서는 "스마트 홈"-시나리오의 결과로서, 이동부들(MT1, MT2, MT3)과 기지국(BS) 사이

에서, 이동부들(MT1, MT2, MT3) 사이에서, 및 한편으로는 이동부들(MT1, MT2, MT3)과 기지국(BS) 및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부들과 상기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에 할당된 서비스 센터(DZ)를 포

함한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 사이에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전송된다. 데이터가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의 각각 임의의 장치 또는 각각의 임의의 설비로부터 상기 원격 통신 시

스템(TKS1)의 다른 장치 또는 다른 설비로 전송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기 장치 또는 설비들이 데이터 소스/데이터 싱크

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 이와 같은 내용은 특히 전통적인 사상에 따라 퍼스널 컴퓨터(PC),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

치(HA) 및 전기 장치(ELG) 그리고 서비스 센터(DZ)에 해당됨 - 퍼스널 컴퓨터(PC)는 기지국(BS)까지의 공간적이고 국

부적인 근접함 및 제 1 이동부(MT1)에 대한 할당 때문에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 기술되고, 텔레

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및 전기 장치(ELG)도 마찬가지로 기지국(BS)까지의 공간적이고 국부적인 근접함 및 제

2 이동부(MT2)에 대한 할당 때문에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서 기술되며, 그리고 서비스 센터(DZ)

는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 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에 대한 연관성 및 그와 더불어 기지국(BS)으로부터의

공간적이고 국부적인 거리 때문에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로서 기술된다.

그러나 "스마트 홈"-시나리오를 위해서, 이동부(MT1, MT2, MT3) 및 기지국(BS) 자체가 추가의 데이터 소스/데이터 싱

크로서 형성될 수도 있다.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에서의 "스마트 홈"-시나리오를 위해 전송되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

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는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다:

● 텍스트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쇼트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짧은 메시지이거나 또는 비디오 텍스트 정보이다.

● 오디오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전화 음성 정보, 음악 정보 또는 인터넷, 예컨대 MP3-

파일로부터의 오디오-다운로드이다.

● 비디오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화상 정보 또는 인터넷으로부터의 비디오-다운로드이

다.

● 마지막으로 제어 데이터는 전기 장치들을 제어, 측정, 조절, 교정, 진단 및/또는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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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의 물리적인 자원들을 전송될 데이

터(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패킷-,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에 맞추어 최

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은 바람직하게 개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으로 설계된 상

이한 공중 인터페이스가 각각 전술한 상이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공중 인터페이스

(LSS)는 예를 들어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나의 공통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각각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선행 기술에서 이용되는 무선 통신 스탠더드에 따른 공중 인터페이스(LSS)는 DECT-, WDCT-,

DECT- 및 Bluetooth-, WDCT- 및 Bluetooth-, DECT- 및 IEEE 802.11a-, DECT- 및 IEEE 802.11b-, DECT- 및

IEEE 802.11g-, WDCT- 및 IEEE 802.11a-, WDCT- 및 IEEE 802.11b-, WDCT- 및 IEEE 802.11g-, GSM- 및

DECT-, GSM- 및 Bluetooth-, GSM- 및 IEEE 802.11a-, GSM- 및 IEEE 802.11b-, GSM- 및 IEEE 802.11g-, 3GPP-

및 Bluetooth-, 3GPP- 및 IEEE 802.11a-, 3GPP- 및 IEEE 802.11b- 또는 3GPP- 및 IEEE 802.11g-를 토대로 하는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도 2는 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2)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상기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2)은 도 1의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과 같이 재차 바람직하게는 무선-기지국으로서 형

성된 기지국(BS) 그리고 무선-이동부로서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이동부(MT)를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라인 접속부(a/

b)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 ISDN- 또는 PSTN-네트워크로서 형성될 수 있는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에 연결되어 있고,

추가의 xDSL- 또는 ETHERNET-접속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형성될 수 있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

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이동부(MT)는 EXTERN-통신 -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 및/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

(PVN)에 대한 액세스 - 을 위하여 및/또는 INTERN-통신 - 원격 통신 시스템 내에 있는 이동부들 상호간의 통신 - 을 위

하여 각각 하나의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양방향으로 기지국(BS)과 연결되어 있다.

상기 EXTERN-통신은 예를 들어 재차 기지국(BS) 및/또는 이동부(MT)와 서비스 센터(DZ) 사이에서 "Short Message

Service; SMS"에 따라 전송되는 짧은 메시지 및/또는 "Multimedia Message Service; MMS"에 따라 전송되는 멀티미디

어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입자가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2) 내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멀리 떨

어져 있는 한 원격 통신 가입자에게 발송하고자 하거나 또는 상기 원격 통신 시스템 가입자가 상기와 같은 메시지를 멀리

떨어져 있는 상기 원격 통신 가입자로부터 수신하기 때문이다.

INTERN-통신의 경우에는 상기 통신에 가입한 이동부들이 재차 일반적으로는 기지국(BS)을 통해 통신하며, 이 경우 기지

국은 상기 통신의 제어(접속) 기능을 담당하지만, 실제 유효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송될 데이터를 단순히 순방향으로 전달

한다. 그러나,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기지국(BS)과 연결되어 있는 이동부들이 기지국(BS)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소위 "포인트-투-포인트(Point-To-Point)"-접속의 진행 중에 데이터를 상호 전송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며, 상기 "포인트

-투-포인트(Point-To-Point)"-접속의 경우에는 이동부들이 접속의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유효 데이터의 전송 기능

까지도 담당한다.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무선-기지국(BS)과 접속된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2)의 무선-이동부(MT)는 무선

INPUT/OUTPUT-이동 박스(MB), 소위 무선 I/O-이동 박스이거나, 또는 재차 하나의 키 패드 또는 음성 제어부로 이루어

진 사용자 인터페이스(조작- 또는 사용 표면) 그리고 메뉴 제어부를 갖춘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무선의 간편-전화 핸

드셋으로 형성된 매우 일반적인 원격 통신 핸드셋(TKHA)이다.

도 2에 도시된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2)에 대한 대안으로서, 무선의 간편-전화 핸드셋 대신에 상기와 같은 핸드셋과

동일한 또는 필적할만한 특징을 갖는 동시에 무선-기지국(BS) 및 다른 무선-이동부(MT)에 대한 무선 접속을 위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갖춘 이동 전화(예컨대 GSM- 또는 3GPP-핸디)가 이용되는 정도까지 변형된 원격 통신 시스템도 "스마트

홈"-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2)의 다양한 I/O-이동 박스(MB) 및 셋탑-박스(STB)는 재차 다양한 장치 및 설비들을 구비한

"스마트-홈"-시나리오와 연관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과 달리 퍼스널 컴퓨터(PC)가 라인

접속부(USB, ETHERNET)를 통해 제 1 이동부(MT1)로서 형성된 I/O-이동 박스(MB)와 접속되지 않고, 오히려 무선-기

지국(BS)과 직접 접속된다.

더 나아가, 제 2 이동부(MT2)로서 기능하는 4개의 I/O-이동 박스(MB)는 하나의 텔레비전 수상기(FA), 하나의 HIFI-장

치(HA) 및 2개의 전기 장치(ELG), 즉 세탁기 및 전자 레인지와 연결된다. 텔레비전 수상기(FA)와 제 2 이동부(MT2)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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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속부는 재차 바람직하게 라인 접속부(SCART), 즉 S-비디오이고, HIFI-장치(HA)와 제 2 이동부(MT2) 사이의 접속

부는 재차 바람직하게 라인 접속부(CINCH, S/PDIF)이며, 또한 상기 2개의 전기 장치(ELG), 즉 세탁기와 전자 레인지 사

이의 접속부는 재차 바람직하게 라인 접속부(EIB, LON, LCN, KNX)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기지국 <---> 퍼스널 컴퓨터"의 할당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통합 해결책(Stw.: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

듈 또는 기지국 카드)이 당연히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그리고 전기 장치(ELG)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상기 전기 장치(ELG),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퍼스널 컴퓨터(PC), 기지국(BS)뿐만 아니라 제 2 이동부

(MT2)로 형성된 I/O-이동 박스(MB)도 또한 전류 공급을 목적으로 전류 공급 회로망(SVN)에 접속되어 있다.

이와 달리, 제 3 이동부(MT3)로서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기지국(BS)과 연결된 원격 통신 핸

드셋(TKHA)은 배터리 혹은 축전지에 의해서 작동되는 반면에, 제 2 이동부(MT2)에 속하고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

해 기지국(BS)과 연결된 I/O- & 셋탑-박스(MB, STB)는 I/O-이동 박스(MB)와 마찬가지로 전류 공급 회로망(SVN)에 접

속되어 있다. 상기 셋탑-박스(STB)는 재차 DVB-신호(DVB-T/S/C)를 수신하여 이 DVB-신호를 공지된 방식으로 텔레비

전 수상기(FA) 및 HIFI-장치(HA)용의 아날로그-신호(Analog-Signal)/디지털-신호(Digital-Signal)(AS/DS)로 변환시킨

다.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3)에서는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홈"-시나리오의 결

과로서, 이동부들(MT1, MT2, MT3)과 기지국(BS) 사이에서, 이동부들(MT1, MT2, MT3) 사이에서, 및 한편으로는 이동

부들(MT1, MT2, MT3)과 기지국(BS) 및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부들과 상기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에 할당된 서비스 센터(DZ)를 포함한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 사이에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전송된다. 데이터가 재차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TKS3)의 각각 임

의의 장치 또는 각각의 임의의 설비로부터 상기 원격 통신 시스템(TKS3)의 다른 장치 또는 다른 설비로 전송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기 장치 또는 설비들이 데이터 소스/데이터 싱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 이와 같은 내용은 특히 전통적인 사

상에 따라 퍼스널 컴퓨터(PC),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및 전기 장치(ELG) 그리고 서비스 센터(DZ)에 해당

됨 - 퍼스널 컴퓨터(PC)는 기지국(BS)을 구비한 구조적인 유닛 때문에 재차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

로서 기술되고,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및 전기 장치(ELG)도 마찬가지로 기지국(BS)까지의 공간적이고 국

부적인 근접함 및 제 2 이동부(MT2)에 대한 할당 때문에 재차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서 기술되며,

그리고 서비스 센터(DZ)는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 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에 대한 연관성 및 그와 더불어

기지국(BS)으로부터의 공간적이고 국부적인 거리 때문에 재차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로서 기술된다.

그러나 "스마트 홈"-시나리오를 위해서, 이동부(MT2, MT3) 및 기지국(BS) 자체가 추가의 데이터 소스/데이터 싱크로서

형성될 수도 있다.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2)에서의 "스마트 홈"-시나리오를 위해 전송되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

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는 재차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다:

● 텍스트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쇼트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짧은 메시지이거나 또는 비디오 텍스트 정보이다.

● 오디오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전화 음성 정보, 음악 정보 또는 인터넷, 예컨대 MP3-

파일로부터의 오디오-다운로드이다.

● 비디오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화상 정보 또는 인터넷으로부터의 비디오-다운로드이

다.

● 마지막으로 제어 데이터는 전기 장치들을 제어, 측정, 조절, 교정, 진단 및/또는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2)의 물리적인 자원들을 전송될 데이

터(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패킷-,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에 맞추어 최

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2)은 바람직하게 재차 개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으로 설계

된 상이한 공중 인터페이스가 각각 전술한 상이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공중 인터페

이스(LSS)는 예를 들어 재차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나의 공통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재차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각각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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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를 들면 선행 기술에서 이용되는 무선 통신 스탠더드에 따른 공중 인터페이스(LSS)는 재차 DECT-, WDCT-,

DECT- 및 Bluetooth-, WDCT- 및 Bluetooth-, DECT- 및 IEEE 802.11a-, DECT- 및 IEEE 802.11b-, DECT- 및

IEEE 802.11g-, WDCT- 및 IEEE 802.11a-, WDCT- 및 IEEE 802.11b-, WDCT- 및 IEEE 802.11g-, GSM- 및

DECT-, GSM- 및 Bluetooth-, GSM- 및 IEEE 802.11a-, GSM- 및 IEEE 802.11b-, GSM- 및 IEEE 802.11g-, 3GPP-

및 Bluetooth-, 3GPP- 및 IEEE 802.11a-, 3GPP- 및 IEEE 802.11b- 또는 3GPP- 및 IEEE 802.11g-를 토대로 하는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도 3은 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상기 제 3 원

격 통신 시스템(TKS3)은 바람직하게 퍼스널 컴퓨터(PC)에 통합된 무선-기지국 카드의 형태로 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MSSM)로서 형성된 기지국(BS) 그리고 무선-이동부 및 유선 이동부로서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이동부(MT)를 포함

하며, 상기 기지국은 재차 라인 접속부(a/b)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 ISDN- 또는 PSTN-네트워크로서 형성될 수 있는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에 연결되어 있고, 추가의 xDSL- 또는 ETHERNET-접속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형

성될 수 있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이동부(MT)는 EXTERN-통신 - 라인 교환된 네트워

크(LVN) 및/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에 대한 액세스 - 을 위하여 및/또는 INTERN-통신 - 원격 통신 시스템 내

에 있는 이동부들 상호간의 통신 - 을 위하여 각각 하나의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양방향으로 기지국(BS)과 연결되

어 있다.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MSSM) 또는 기지국 카드는 하나의 PCI-버스 인터페이스(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를 포함하고, 이와 관련하여 퍼스널 컴퓨터(PC)의 빈 PCI-카드 슬롯 상에 제공된다.

상기 EXTERN-통신은 예를 들어 상기 기지국(BS) 및/또는 이동부(MT)와 서비스 센터(DZ) 사이에서 "Short Message

Service; SMS"에 따라 전송되는 짧은 메시지 및/또는 "Multimedia Message Service; MMS"에 따라 전송되는 멀티미디

어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 1 원격 통신 시스템(TKS1) 내에 있는 한 가입자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원격 통신 가입자에게 발송하고자 하거나 또는 상기 원격 통신 시스템 가입자가 상기와 같은 메시지를 멀

리 떨어져 있는 상기 원격 통신 가입자로부터 수신하기 때문이다.

INTERN-통신의 경우에는 상기 통신에 가입한 이동부들이 재차 일반적으로 기지국(BS)을 통해 통신하며, 이 경우 기지국

은 상기 통신의 제어(접속) 기능을 담당하지만, 실제 유효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송될 데이터를 단순히 순방향으로 전달한

다. 그러나,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기지국(BS)과 연결되어 있는 이동부들이 기지국(BS)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소

위 "포인트-투-포인트(Point-To-Point)"-접속의 진행 중에 데이터를 상호 전송하는 것도 또한 재차 가능하며, 상기 "포

인트-투-포인트(Point-To-Point)"-접속의 경우에는 이동부들이 접속의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유효 데이터의 전송

기능까지도 담당한다.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NSSM) 또는 기지국 카드로서 형성된 무선-기지국(BS)과 접속

된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TKS3)의 무선-이동부(MT)는 무선 INPUT/OUTPUT-이동 박스(MB), 소위 무선 I/O-이동 박

스, I/O- & 셋탑-이동 박스(MB, STB)이거나, 또는 재차 하나의 키 패드 또는 음성 제어부로 이루어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작- 또는 사용 표면) 그리고 메뉴 제어부를 갖춘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무선의 간편-전화 핸드셋으로 형성된 매우

일반적인 원격 통신 핸드셋(TKHA)이다.

도 3에 도시된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TKS3)에 대한 대안으로서, 무선의 간편-전화 핸드셋 대신에 상기와 같은 핸드셋과

동일한 또는 필적할만한 특징을 갖는 동시에 무선-기지국(BS) 및 다른 무선-이동부(MT)에 대한 무선 접속을 위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갖춘 이동 전화(예컨대 GSM- 또는 3GPP-핸디)가 이용되는 정도까지 변형된 원격 통신 시스템도 "스마트

홈"-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TKS3)의 다양한 I/O-이동 박스(MB) 및 I/O- & 셋탑-이동 박스(MB, STB)는 재차 "스마트 홈"-

시나리오를 위해서 다양한 장치 및 설비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제 2 이동부(MT2)로서 기능하는 3개의 I/O-이동 박

스(MB)는 하나의 HIFI-장치(HA) 및 2개의 전기 장치(ELG), 즉 하나의 세탁기 및 전자 레인지와 연결되어 있고, 상기 I/

O- & 셋탑-이동 박스(MB, STB)는 텔레비전 수상기(FA)와 연결되어 있다. 텔레비전 수상기(FA)와 제 2 이동부(MT2)

사이의 접속부는 재차 바람직하게 라인 접속부(SCART), 즉 S-비디오이고, HIFI-장치(HA)와 제 2 이동부(MT2) 사이의

접속부는 재차 바람직하게 라인 접속부(CINCH, S/PDIF)이며, 또한 상기 2개의 전기 장치(ELG), 즉 세탁기와 전자 레인지

사이의 접속부는 재차 바람직하게 라인 접속부(EIB, LON, LCN, KNX)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기지국 <---> 퍼스널 컴퓨터"의 할당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직접적인 접속 가능성이 당연히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그리고 전기 장치(ELG)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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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기 장치(ELG),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퍼스널 컴퓨터(PC), 기지국(BS)뿐만 아니라 제 2 이동부

(MT2)로 형성된 I/O-이동 박스(MB)도 또한 전류 공급을 목적으로 재차 전류 공급 회로망(SVN)에 접속되어 있다.

이와 달리, 제 3 이동부(MT3)로서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기지국(BS)과 연결된 원격 통신 핸

드셋(TKHA)은 배터리 혹은 축전지에 의해서 작동되는 반면에, 제 2 이동부(MT2)에 속하고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

해 기지국(BS)과 연결된 셋탑-박스(STB)는 I/O-이동 박스(MB)와 마찬가지로 전류 공급 회로망(SVN)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셋탑-박스(STB)는 재차 DVB-신호(DVB-T/S/C)를 수신하여 이 DVB-신호를 공지된 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FA) 및 HIFI-장치(HA)용의 아날로그-신호(Analog-Signal)/디지털-신호(Digital-Signal)(AS/DS)로 변환시킨다.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TKS3)에서는 제 1 및 제 2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홈"-시나

리오의 결과로서, 이동부들(MT1, MT2, MT3)과 기지국(BS) 사이에서, 이동부들(MT1, MT2, MT3) 사이에서, 및 한편으

로는 이동부들(MT1, MT2, MT3)과 기지국(BS) 및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부

들과 상기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에 할당된 서비스 센터(DZ)를 포함한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 사이에서 텍스트 데이

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전송된다. 데이터가 재차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TKS3)

의 각각 임의의 장치 또는 각각의 임의의 설비로부터 상기 원격 통신 시스템(TKS3)의 다른 장치 또는 다른 설비로 전송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기 장치 또는 설비들이 데이터 소스/데이터 싱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 이와 같은 내용은 특히 전통

적인 사상에 따라 퍼스널 컴퓨터(PC),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및 전기 장치(ELG) 그리고 서비스 센터(DZ)

에 해당됨 - 퍼스널 컴퓨터(PC)는 기지국(BS)까지의 공간적이고 국부적인 근접함 때문에 재차 제 1 INTERN-데이터 소

스/-싱크(I-DQS1)로서 기술되고,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및 전기 장치(ELG)도 마찬가지로 기지국(BS)까

지의 공간적이고 국부적인 근접함 및 제 2 이동부(MT2)에 대한 할당 때문에 재차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

DQS2)로서 기술되며, 그리고 서비스 센터(DZ)는 라인 교환된 네트워크(LVN) 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PVN)에 대한

연관성 및 그와 더불어 기지국(BS)으로부터의 공간적이고 국부적인 거리 때문에 재차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

DQS)로서 기술된다.

그러나 "스마트 홈"-시나리오를 위해서, 이동부(MT2, MT3) 및 기지국(BS) 자체가 추가의 데이터 소스/데이터 싱크로서

형성될 수도 있다.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TKS3)에서의 "스마트 홈"-시나리오를 위해 전송되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

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는 재차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다:

● 텍스트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쇼트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짧은 메시지이거나 또는 비디오 텍스트 정보이다.

● 오디오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전화 음성 정보, 음악 정보 또는 인터넷, 예컨대 MP3-

파일로부터의 오디오-다운로드이다.

● 비디오 데이터는 바람직하게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화상 정보 또는 인터넷으로부터의 비디오-다운로드이

다.

● 마지막으로 제어 데이터는 전기 장치들을 제어, 측정, 조절, 교정, 진단 및/또는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스마트 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TKS2)의 물리적인 자원들을 전송될 데이

터(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패킷-,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에 맞추어 최

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제 3 원격 통신 시스템(TKS3)은 바람직하게 재차 개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으로 설계

된 상이한 공중 인터페이스가 각각 전술한 상이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공중 인터페

이스(LSS)는 예를 들어 재차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나의 공통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재차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각각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선행 기술에서 이용되는 무선 통신 스탠더드에 따른 공중 인터페이스(LSS)는 재차 DECT-, WDCT-,

DECT- 및 Bluetooth-, WDCT- 및 Bluetooth-, DECT- 및 IEEE 802.11a-, DECT- 및 IEEE 802.11b-, DECT- 및

IEEE 802.11g-, WDCT- 및 IEEE 802.11a-, WDCT- 및 IEEE 802.11b-, WDCT- 및 IEEE 802.11g-, GSM- 및

DECT-, GSM- 및 Bluetooth-, GSM- 및 IEEE 802.11a-, GSM- 및 IEEE 802.11b-, GSM- 및 IEEE 802.11g-, 3GPP-

및 Bluetooth-, 3GPP- 및 IEEE 802.11a-, 3GPP- 및 IEEE 802.11b- 또는 3GPP- 및 IEEE 802.11g-를 토대로 하는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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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이동부를 구비하여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의 이동부의 사용자가 "대기

(stand-by)"-모드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PC)를 깨워서 작동시킬 때 따르게 되는 제 1 메시지 순서도(message sequence

chart)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 흐름은 도 4에 따라,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제 3 이동부(MT3)와 연

결되고 I/O-이동 박스(MB) 또는 I/O-이동 박스 카드(MBK)로서 형성된 제 1 이동부(MT1)와 라인 접속부(USB,

ETHERNET)를 통해 상기 제 1 이동부(MT1)와 연결되고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 형성된 퍼스널

컴퓨터(PC) 사이에서 진행한다.

메시지 흐름을 도시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은

(ｉ) 이동부(MT3)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예를 들어 하나의 키 패드(TA) 및 디스플레이로서 형성된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AV)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MT-메모리(MT-S),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T-P) 그리고 상기 이동부(MT3)와 상기 I/O-이동 박스(MB)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MT/MB-공중 인터페

이스(MT/MB-LSS)이고,

(ⅱ) I/O-이동 박스(MB)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이동부(MT3)와 공통의 MT/MB-공중 인터페이스

(MT/MB-LSS), MB-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B-P) 그리고 USB/ETHERNET-인터페이스(USB/ETH-

SS)이며,

(ⅲ) 퍼스널 컴퓨터(PC)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상기 I/O-이동 박스(MB)에서와 마찬가지로, USB/

ETHERNET-인터페이스(USB/ETH-SS), 파워-매니지먼트(PM), PC-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PC-P) 그리

고 PC-메모리(PC-S)이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한 출발 상태(AZ)에서는, 퍼스널 컴퓨터(PC)가 "대

기(Stand-by)"-모드에 있고, 상기 상태에서는 상기 퍼스널 컴퓨터가 이동부(MT3)에 의해서 깨워지고 작동된다. 이 목적

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하여 "PC를 깨우고 작동시키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

서(MT-P)로 전달된다. 상기 MT-프로세서(MT-P)는 내부 통신 접속을 구성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이라는 구성 메

시지(AUM)를 상기 MT/MB-공중 인터페이스(MT/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한다. 그 다음에 MB-

프로세서(MB-P)가 상기 MT/MB-공중 인터페이스(MT/MB-LSS)를 통해 확인 메시지(BM)를 MT-프로세서(MT-P)로

역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MT-프로세서(MT-P)로부터 "PC를 깨우고 작동시키라"는 제어 명령(STK)에 속하는 "PC를 깨

우고 작동시키라"는 명령 데이터(KD)가 I/O-이동 박스(MB) 및 퍼스널 컴퓨터(PC) 내에 있는 MT/MB-공중 인터페이스

(MT/MB-LSS), MB-프로세서(MB-P), USB/ETHERNET-인터페이스(USB/ETH-SS)를 통해 파워-매니지먼트(PM)로

전달된다. "PC를 깨우고 작동시켰다"는 응답 메시지(AWM)가 동일한 메시지 경로를 통해 파워-매니지먼트(PM)로부터 반

대 방향으로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MT-프로세서(MT-P)가 "PC를 깨우고 작동시켰다"는 디스플

레이 데이터(AD)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전달하며, 이곳에서 상기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된다. 이

어서, MT-프로세서(MT-P)가 상기 구성된 내부 통신 접속을 해체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 해체 메시지(ABM)를

MT/MB-공중 인터페이스(MT/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하며, 상기 MB-프로세서가 동일한 메시지

경로 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추가의 확인 메시지(BM)로써 상기 해체 명령에 응답함으로 접속이 해체된다.

도 5a 내지 도 5c는 원격 통신 핸드셋(TKHA)으로서 형성된,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의 제 3 이동부(MT3)의 사용자가 기지국 내에서 종료된 하나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처리하며, 새

로운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생성할 때 따르게 되는 제 2 메시지 순서도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 흐름은 도 5a

내지 도 5c에 따라, 라인 교환된 및/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 라인 접속부(a/b, xDSL, ETHERNET)를 통

해 상기 네트워크(LVN, PVN)와 기지국(BS)과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상기 기지국(BS)과 연결된 제 3 이동부

(MT3) 사이에서 진행한다.

메시지 흐름을 도시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은

(ｉ) 기지국(BS)을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라인 접속부(LNA), BS-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

(BS-P), BS-메모리(BS-S) 그리고 상기 기지국(BS)과 상기 이동부(MT3)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BS/MT-공중 인터

페이스(BS/MT-LSS)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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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 3 이동부(MT3)를 위해서는 기지국(BS)과 공통의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 MT-프로세서로서 형

성된 중앙 제어 유닛(MT-P), MT-메모리(MT-S)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의 키 패드(TA) 및 디스플레이로서 형성된 하나

의 디스플레이 장치(AV)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이며, 이 경우 상기 이동부(MT3)의 소자들은 도시된 방식으

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한 출발 상태(AZ)에서는, 멀티미디어 메시지(MMN)

가 기지국(BS)에 의해서 수신되고 (기지국 내에서의 메시지의 종료)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MMN)의 수신이 이동부

(MT3)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이 목적을 위해,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가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MMN)를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를 통해 BS-프로세서(BS-P)로 전송한다. 상기 BS-프로세서(BS-P)는 상기 멀

티미디어 메시지(MMN)에 상응하는 MMN-데이터(MMN-D)를 BS-메모리에 저장한다. 그 다음에 상기 BS-프로세서

(BS-P)가 "새로운 멀티미디어 메시지"라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BCM)를 상기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

를 통하여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MT-프로세서(MT-P)가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존재한다"

는 디스플레이 정보(AI)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로 전송하며, 이곳에서 상기 정보가 디스플레이된

다.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를 포함한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1

연속 상태(FZ1)에서는, 기지국(BS)에서 종료된 특정 (n-번째) 멀티미디어 메시지(MMN)가 이동부(MT)에 의해서 선택되

어 상기 이동부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로부터 "MMN-리스트"라

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상기 MT-프로세서(MT-P)는 "MMN-리스트"라는 질문 메시지

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를 통해 BS-프로세서(BS-P)로 전송한다. 상기 질문 메시지를 토대로, 상기

BS-프로세서(BS-P)가 BS-메모리(BS-S)로부터 전체 MMN-데이터를 판독 출력한다. 이와 같은 판독 출력 과정 후에, 상

기 BS-프로세서(BS-P)가 MMN-데이터 리스트(MMN-DL)를 동반한 응답 메시지(AWM)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

(BS/MT-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상기 MT-프로세서(MT-P) 내에서는, MMN-데이터 리스트

(MMN-DL)가 MT-메모리(MT-S)에 임시 저장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로 전달되며, 이곳에서

MMN-데이터 리스트(MMN-DL)가 디스플레이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리스

트로부터 n-번째 MMN"이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상기 MT-프로세서(MT-

P)가 "리스트로부터 n-번째 MMN"이라는 질문 메시지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를 통해 BS-프로세서

(BS-P)로 전송한다. 상기 수신된 질문 메시지를 토대로, 상기 BS-프로세서(BS-P)가 BS-메모리(BS-S)로부터 n-번째

MMN-데이터를 판독 출력한다. 판독 출력 과정의 종료 후에, BS-프로세서(BS-P)가 응답 메시지(AWM) 내에서 판독 출

력된 n-번째 MMN-데이터(n-MMN-D)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달

한다. 상기 전송된 n-번째 MMN-데이터(n-MMN-D)가 상기 MT-프로세서(MT-P)에 의하여 MT-메모리(MT-S)에 저장

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 상에 제공되며, 이곳에서 상기 데이터 또는 상기 n-번째 멀티미디어 메

시지가 디스플레이된다.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 "MT-프로세서, MT-메모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키 패드"에 중

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2 연속 상태(FZ2)에서는, 디스플레이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예컨대 n-

번째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변경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로부터 "n-번째 MMN을 변

경시켜라"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상기 제어 명령(STK)이 전송된 다음에, 키 패드

(TA)로부터 변경 명령(AEK)이 MT-프로세서(MT-P)로 전송된다. 상기 변경 명령(AEK)을 토대로, MT-프로세서(MTP)

로부터 변경 메시지(AEN)가 발생되어 상기 응답 메시지가 MT-메모리(MT-S)에 저장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제공되며, 이곳에서 상기 변경 메시지(AEN)가 디스플레이된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3 연속 상태(FZ3)에서는, 디스플레이

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예컨대 변경된 n-번째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응답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n-번째 MMN에 응답하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상기 제어 명

령(STK)이 전송된 다음에, 키 패드(TA)로부터 응답 명령(BAK)이 응답 명령(BA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상기 응답 명령(BAK)을 토대로, MT-프로세서(MTP)로부터 응답 메시지(AWN)가 발생되어 상기 응답 메시지가 MT-메

모리(MT-S)에 저장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제공되며, 이곳에서 상기 응답 메시지(AWN)가

디스플레이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응답 메시지 전송"이라는 제어 명령

(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상기 MT-프로세서(MT-P)는 상기 응답 메시지(AWN)의 응답 데이터(AWD)

를 MT-메모리(MT-S)로부터 판독 출력하고, 상기 응답 데이터(AWD)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 및 BS-

프로세서(BS-P)를 통해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로 전달하며, 그곳으로부터 상기 응답 데이터(AWD)에 상응하는

응답 메시지(AWN)가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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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4 연속 상태(FZ1)에서는, 메시지 요소

또는 메시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기지국(BS) 내에 있는 메모리(BS-S)로부터 생성된 다음에 발송된

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MMN 메뉴"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

(MT-P)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상기 MT-프로세서(MT-P)가 "MMN-요소"라는 질문 메시지(AFM)를 BS/MT-공중 인터

페이스(BS/MT-LSS)를 통해 BS-프로세서(BS-P)로 전송한다. 상기 질문 메시지를 토대로, BS-프로세서(BS-P)가 BS-

메모리(BS-S)로부터 전체 MMN-데이터 요소들을 판독 출력한다. 상기 판독 출력 과정 후에, BS-프로세서(BS-P)가

MMN-데이터 요소(MMN-DE)를 동반한 응답 메시지(AWM)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를 통해 MT-프로

세서(MT-P)로 전송한다. 상기 MT-프로세서(MT-P) 내에서, MMN-데이터 요소(MMN-DE)로부터 MMN-메뉴(MMN-

M)가 형성되고, 상기 메뉴가 MT-메모리(MT-S)에 임시 저장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제공되

며, 이곳에서 상기 MMN-메뉴(MMN-M)가 디스플레이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

서 MMN-생성 명령(MMN-E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MT-프로세서(MT-P)는 상기 MMN-생성 명령

(MMN-EK)으로부터 MMN-메시지(MMN-N)를 생성하고, 상기 MMN-메시지(MMN-N)는 MT-메모리(MT-S)에 저장되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제공되며, 이곳에서 상기 MMN-메시지(MMN-N)가 디스플레이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MMN-메시지를 전송하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

로세서(MT-P)로 전달된다. MT-프로세서(MT-P)는 상기 MMN-메시지에 상응하는 MMN-데이터(MMN-D)를 MT-메모

리(MT-S)로부터 판독 출력하고, 상기 MMN-데이터(MMN-D)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 및 BS-프로세

서(BS-P)를 통해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로 전달하며, 그곳으로부터 상기 MMN-데이터(MMN-D)에 상응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MMN)가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로 전송된다.

도 6은 원격 통신 핸드셋(TKHA)으로서 형성되고, 제 3 이동부(MT3)를 구비한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

(TKS1, TKS2, TKS3)의 제 3 이동부(MT3)의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다시 말해 상기 이동부(MT3) 내

에서 종료되고 디스플레이되는, 제 3 "스마트 홈"-시나리오에 따른 제 3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 흐름은 도 6에 따라, 라인 교환된 및/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 라인 접속부(a/b, xDSL,

ETHERNET)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LVN, PVN)와 연결된 기지국(BS)과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기지국(BS)과 연

결된 제 3 이동부(MT3) 사이에서 진행한다.

메시지 흐름을 도시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은

(ｉ) 기지국(BS)을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라인 접속부(LNA), BS-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

(BS-P), BS-메모리(BS-S) 그리고 상기 기지국(BS)과 상기 이동부(MT3)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BS/MT-공중 인터

페이스(BS/MT-LSS)이며,

(ⅱ) 제 3 이동부(MT3)를 위해서는, 기지국(BS)과 공통의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 예를 들어 모뎀 또는

ISDN-D-채널로서 형성된 디지털 네트워크 접속부(DNA),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T-P), MT-메모

리(MT-S)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의 키 패드(TA) 및 디스플레이로서 형성된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AV)를 포함하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BSS)이며, 이 경우 상기 이동부(MT3)의 소자들은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한 출발 상태(AZ)에서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MMN)가 이동부(MT3)에 의해서 수신되고 (이동부 내에서의 메시지의 종료)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수신이 이동부

(MT3)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이 목적을 위해,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에 의해서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MMN)가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를 통해 BS-프로세서(BS-P)로 전달된 다음에, 상기 BS-프로세서(BS-

P)가 "새로운 멀티미디어 메시지"라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BCM)를 상기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 및 디

지털 네트워크 접속부(DNA)를 통하여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MT-프로세서(MT-P)가 "멀

티미디어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디스플레이 정보(AI)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제공하며, 이곳에

서 상기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MMN-서비스 센터에 대한

통신 접속을 구성하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MT-프로세서(MT-P)는 MMN-서비스

센터에 대한 통신 접속을 구성하기 위하여 "MMN-서비스 센터에 대한 통신 접속"이라는 구성 메시지(AUM)를 디지털 네

트워크 접속부(DNA) 및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를 통해 BS-프로세서(BS-P)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BS-프로세서(BS-P)에 의하여,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를 통해 MMN-서비스 센터에 대한 통신 접속이 라

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 내에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상기 BS-프로세서(BS-P)가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를 통하여,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로부터 통신 접속의 구성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수

신하면, 상기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가 "통신 접속 구성"이라는 확인 메시지(BM)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 및 디지털 네트워크 접속부(DNA)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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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멀티미디어 메시지 픽업"이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

로세서(MT-P)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MT-프로세서(MT-P)가 "멀티미디어 메시지 픽업"이라는 질문 메시지(AFM)를 디

지털 네크워크 접속부(DNA) 및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를 통해 BS-프로세서(BS-P)로 전송한다. 그 다

음에 상기 BS-프로세서(BS-P)가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 그리고 MMN-서비스 센터에 대한 통신 접속부를 통

해,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로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픽업한다. 그리고 나서 BS-프로세서(BS-

P)가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를 통해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로부터 MMN-데이터

(MMN-D)를 수신하면, 상기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가 MMN-데이터(MMN-D)를 동반한 응답 메

시지(AWM)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 및 디지털 네크워크 접속부(DNA)를 통해 MT-프로세서(MT-P)

로 전송한다. 상기 MT-프로세서(MT-P)가 전달된 MMN-데이터(MMN-D)를 MT-메모리(MT-S) 저장하고, 사용자 인터

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제공하며, 이곳에서 상기 데이터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된다. 그 다음

에, MT-프로세서(MT-P)가 MMN-서비스 센터에 대한 통신 접속을 해체하기 위하여 "MMN-서비스 센터에 대한 통신 접

속"이라는 해체 메시지(ABM)를 디지털 네크워크 접속부(DNA) 및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를 통하여 BS-

프로세서(BS-P)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BS-프로세서(BS-P)가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를 통하여,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 내에서 MMN-서비스 센터에 대한 통신 접속을 해체한다. 그 다음에 BS-프로

세서(BS-P)가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를 통하여,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로부터 통신 접

속의 해체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라인 교환된/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가 "통신 접속의 해체"라

는 확인 메시지(BM)를 BS/MT-공중 인터페이스(BS/MT-LSS) 및 디지털 네크워크 접속부(DNA)를 통하여 MT-프로세

서(MT-P)로 전송하며, 그럼으로써 상기 접속이 해체된다.

도 7a 및 도 7b는 원격 통신 핸드셋(TKHA)으로서 형성되고,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의 제 3 이동부(MT3)의 사용자가 특정 (n-번째)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상기 이동부(MT3)로부터 다른 이동부, 예컨

대 제 1 이동부(MT1), 제 2 이동부(MT2) 또는 추가의 제 3 이동부(MT3)로 내부에서 전달하는, 제 4 "스마트 홈"-시나리

오에 따른 제 4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 흐름은 도 7a 및 도 7b에 따라, 공중 인터페

이스(LSS)를 통해 제 3 이동부와 직접 연결되거나 (포인트-투-포인트-접속) 또는 간접으로 기지국(BS)을 통해 연결된 추

가의 이동부(MT1, MT2, MT3)와 제 3 이동부(MT3) 사이에서 진행한다.

메시지 흐름을 도시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은

(ｉ) 제 3 이동부(MT3)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예를 들어 하나의 키 패드(TA) 및 디스플레이로서 형

성된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AV)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MT-메모리(MT-S),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T-P) 그리고 상기 이동부(MT3)와 상기 추가 이동부(MT1, MT2, MT3)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MT/

MT-공중 인터페이스(MT/MT-LSS)이고,

(ⅱ) 추가의 제 3 이동부(MT1, MT2, MT3)를 위해서는, 상기 제 3 이동부(MT3)와 공통의 MT/MT-공중 인터페이스

(MT/MT-LSS),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T-P), MT-메모리(MT-S)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의 키 패드

(TA) 및 디스플레이로서 형성된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AV)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이며, 이 경우 상기 이

동부(MT3)의 소자들은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한 출발 상태(AZ)에서는, n-번째 멀티미디어 메시

지(MMN)가 제 3 이동부(MT3)로부터 내부에서 추가의 이동부(MT1, MT2, MT3)로 전달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자 인

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로부터 "MMN-리스트"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그 다음

에 상기 MT-프로세서(MT-P)가 MT-메모리(MT-S)로부터 전체 MMN-데이터를 판독 출력한다. 이와 같은 판독 출력 과

정 후에, 상기 MT-프로세서(MT-P)가 MMN-리스트(MMN-L)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로 전송하

며, 이곳에서 상기 MMN-리스트(MMN-L)가 디스플레이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

해서 "리스트로부터 n-번째 MMN"이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상기 MT-프

로세서(MT-P)가 MT-메모리(MT-S)로부터 n-번째 MMN-데이터(n-MMN-D)를 판독 출력한다. 판독 출력 과정의 종료

후에, MT-프로세서(MT-P)가 응답 판독 출력된 n-번째 MMN-데이터(n-MMN-D)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

레이(AV) 상에 제공되며, 이곳에서 상기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

에 의해서 "n-번째 MMN-데이터를 추가의 이동부로 전송하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상기 MT-프로세서(MT-P)는 내부 통신 접속을 구성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 구성 메시지(AUM)를 MT/MT-공중

인터페이스(MT/MT-LSS)를 통하여 상기 추가 이동부(MT1, MT2, MT3)의 MT-프로세서(MT-P)로 전달한다. 그 다음

에 상기 MT-프로세서(MT-P)가 확인 메시지(BM)를 MT/MT-공중 인터페이스(MT/MT-LSS)를 통해 제 3 이동부(MT3)

의 MT-프로세서(MT-P)로 역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MT-프로세서(MT-P)는 "n-번째 MMN-데이터가 전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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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질문 메시지(AFM)를 MT/MT-공중 인터페이스(MT/MT-LSS)를 통하여 상기 추가 이동부(MT1, MT2, MT3)

의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상기 MT-프로세서(MT-P)는 응답으로서 "동의"라는 응답 메시지를 MT/MT-공중

인터페이스(MT/MT-LSS)를 통하여 제 3 이동부(MT3)의 MT-프로세서(MT-P)로 역전송한다. 상기 응답 메시지(AWM)

를 토대로, MT-프로세서(MT-P)가 MT-메모리(MT-S)로부터 n-번째 MMN-데이터(n-MMN-D)를 판독 출력한다. 상기

판독 출력 과정 후에, MT-프로세서(MT-P)가 n-번째 MMN-데이터(n-MMN-D)를 동반한 전송 메시지(UEM)를 MT/

MT-공중 인터페이스(MT/MT-LSS)를 통하여 상기 추가 이동부(MT1, MT2, MT3)의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

다. 상기 MT-프로세서(MT-P)에 의하여, 상기 n-번째 MMN-데이터(n-MMN-D)가 MT-메모리(MT-S)에 저장되고, 경

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 상에 제공되며, 이곳에서 상기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

다. 그리고 나서, MT-프로세서(MT-P)가 "데이터 받음"이라는 확인 메시지(BM)를 MT/MT-공중 인터페이스(MT/MT-

LSS)를 통하여 제 3 이동부(MT3)의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상기 수신된 확인 메시지(BM)를 토대로, MT-프

로세서(MT-P)가 "n-번째 MMN-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전달됨"이라는 디스플레이 정보(AI)를 제 3 이동부(MT3)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 상에 제공하며, 이곳에서 상기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

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접속 종료"라는 제어 명령(STK)이 제 3 이동부(MT3)의 MT-프로세서(MT-P)로 전

달되고, 그 후에 MT-프로세서(MT-P)가 상기 구성된 내부 통신 접속을 해체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 해체 메시지

(ABM)를 MT/MT-공중 인터페이스(MT/MT-LSS)를 통해 추가 이동부(MT1, MT2, MT3)의 MT-프로세서(MT-P)로 전

송하며, 상기 MT-프로세서가 동일한 메시지 경로 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추가의 확인 메시지(BM)로써 상기 해체 명령에

응답함으로 접속이 해체된다.

도 8a 내지 도 8d는 원격 통신 핸드셋(TKHA)으로서 형성되고,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의 제 3 이동부(MT3)의 사용자가 퍼스널 컴퓨터(PC)에 저장된 비디오 필름을 텔레비전 수상기(FA)에서 시청하는,

제 5 "스마트 홈"-시나리오에 따른 제 5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 흐름은 도 8a 내지

도 8d에 따라,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제 3 이동부(MT3)와 직접 연결되거나 (포인트-투-포인트-접속) 또는 간접

으로 기지국(BS)을 통해 상기 제 3 이동부(MT3)와 연결된, 도 1 내지 도 3에 따라 통합된 I/O-이동 박스 카드(MBK)를 구

비한 퍼스널 컴퓨터(PC),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상기 퍼스널 컴퓨터(PC)와 연결된 I/O-이동 박스(MB)와 라인 접

속부(SCART, S-VIDEO)를 통해 상기 I/O-이동 박스(MB)와 연결된 텔레비전 수상기(FA) 사이에서 진행한다.

메시지 흐름을 도시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은

(ｉ) 제 3 이동부(M3)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예를 들어 하나의 키 패드(TA) 및 디스플레이로서 형성

된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AV)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MT-메모리(MT-S),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

앙 제어 유닛(MT-P) 그리고 상기 이동부(MT3)와 상기 퍼스널 컴퓨터(PC)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PC/MT-공중 인터

페이스(PC/MT-LSS)이고,

(ⅱ) I/O-이동 박스 카드(MBK)가 통합된 퍼스널 컴퓨터(PC)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상기 이동부

(MT3)와 공통의 PC/MT-공중 인터페이스(PC/MT-LSS),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T-P), PC-메모리

(PC-S) 그리고 I/O-이동 박스 카드(MBK)가 통합된 퍼스널 컴퓨터(PC)와 I/O-이동 박스(MB)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이며,

(ⅲ) I/O-이동 박스(MB)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I/O-이동 박스 카드(MBK)가 통합된 퍼스널 컴퓨터

(PC)와 공통의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 MB-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B-P), MB-메모리

(MB-S) 그리고 I/O-이동 박스(MB)와 텔레비전 수상기(FA)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데이터 인터페이스(DSS)이고,

(ⅳ) 텔레비전 수상기(FA)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상기 I/O-이동 박스(MB)와 공통의 데이터 인터페이

스(DSS), FA-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FA-P) 그리고 FA-스크린(FA-B)이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한 선택적인 예비 상태(VZ)에서는, 퍼스널 컴퓨터

(PC) 및 텔레비전 수상기(FA)가 "대기(Stand-by)"-모드에 있고, 상기 상태에서는 이동부(MT3)에 의하여 도 4에서 기술

된 깨움 절차에 따라 퍼스널 컴퓨터(PC) 및 텔레비전 수상기(FA)가 깨워지고 작동될 수 있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

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한 출발 상태(AZ)에서는, 퍼스널 컴퓨터(PC)에 저장된 비디오-필름

이 텔레비전 수상기(FA) 상에 출력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하여 "비디오 리스

트"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부터 전달된다. 상기 MT-프로세서(MT-P)는 "비디오 리스트"라는 질

문 메시지(AFM)를 PC/MT-공중 인터페이스(PC/MT-LSS)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달한다. 상기 질문 메시지

(AFM)를 토대로, PC-프로세서(PC-P)가 PC-메모리(PC-S)로부터 전체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 출력한다. 상기 판독 출력

과정 후에, PC-프로세서(PC-P)가 비디오 데이터 리스트(VDL)를 동반한 응답 메시지(AWM)를 PC/MT-공중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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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T-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상기 MT-프로세서(MT-P) 내에서 비디오 데이터 리스트

(VDL)가 MT-메모리(MT-S)에 임시 저장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제공되며, 그곳에서 비디오

데이터 리스트(VDL)가 디스플레이된다. 이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상

에 출력할 목적으로 n-번째 비디오를 비디오 리스트로부터 해당 I/O-이동 박스로 전달하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

로세서(MT-P)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MT-프로세서(MT-P)가 "텔레비전 수상기 상에 출력할 목적으로 n-번째 비디오를

비디오 리스트로부터 해당 I/O-이동 박스로 전달하라"는 요청 메시지(AFFN)를 PC/MT-공중 인터페이스(PC/MT-LSS)

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한다. 상기 요청 메시지(AFFM)의 전달에 이어서, PC-프로세서(PC-P)에 의하여 "텔

레비전 수상기에 비디오 출력"이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

(MB-P)로 전송된 다음에, 상기 MB-프로세서(MB-P)가 "텔레비전 수상기에 비디오 출력"이라는 정보 메시지(INM)를 데

이터 인터페이스(DSS)를 통해 FA-프로세서(FA-P)로 전달한다. 상기 정보 메시지(INM)의 발송 후에, MB-프로세서

(MB-P)에 의하여 "비디오 출력 준비됨"이라는 응답 메시지(AW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된다.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 "PC-프로세서 및 PC-메모리"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1 연속 상태

(FZ1)에서는, 전달될 데이터의 양 및 공중 인터페이스의 전송율에 따라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전달된다. 이 목적을 위해,

PC-프로세서(PC-P)가 n-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제 1 부분(P1-n-VD)을 PC-메모리(PC-S)로부터 판독 출력한다. 상기

n-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제 1 부분(P1-n-VD)의 판독 출력 과정 후에, 상기 n-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제 1 부분(P1-n-

VD)이 PC-프로세서(PC-P)로부터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되며,

그곳에서 상기 n-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제 1 부분(P1-n-VD)은 임시 저장을 목적으로 MB-프로세서로부터 MB-메모리

(MB-S)로 전달된 다음에 텔레비전 수상기(FA)의 FA-스크린(FA-B) 상에 출력할 목적으로 데이터 인터페이스(DSS)를

통해 FA-프로세서(FA-P)로 계속 전달된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2 연속 상태(FZ2)에서는, 사용자가 통

제 명령을 이동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상에 입력함으로써, 텔레비전 수상기(FA)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디오-필름

의 재생이 제어된다. 이와 같은 명령은 예를 들어 전방향 및 후방향 진행, 정지, 종료, 재생의 계속 등이다. 이 목적을 위해,

MB-프로세서(MB-P)에 의하여 "다음 비디오 데이터"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

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된다.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PC-프로세서(PC-P)가 n-번째 비디오 데이

터의 제 2 부분(P2-n-VD)을 PC-메모리(PC-S)로부터 판독 출력한다. 상기 n-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제 2 부분(P2-n-

VD)의 판독 출력 과정이 종료된 후에, 상기 n-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제 2 부분(P2-n-VD)이 PC-프로세서(PC-P)로부터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되며, 그곳에서 상기 n-번째 비디오 데이터

의 제 2 부분(P2-n-VD)은 MB-프로세서(MB-P)로부터 임시 저장을 목적으로 MB-메모리(MB-S)로 전달된 다음에 텔레

비전 수상기(FA)의 FA-스크린(FA-B) 상에 출력할 목적으로 데이터 인터페이스(DSS)를 통해 FA-프로세서(FA-P)로 계

속 전달된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3 연속 상태(FZ3)에서는, 사용자가 통

제 명령을 이동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상에 입력함으로써, 텔레비전 수상기(FA)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디오-필름

의 재생이 제어된다. 이와 같은 명령은 예를 들어 전방향 및 후방향 진행, 정지, 종료, 재생의 계속 등이다. 이 목적을 위해,

MB-프로세서(MB-P)에 의하여 "다음 비디오 데이터"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

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된다.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PC-프로세서(PC-P)가 n-번째 비디오 데이

터의 m-번째 부분(Pm-n-VD)을 PC-메모리(PC-S)로부터 판독 출력한다. 상기 n-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m-번째 부분

(Pm-n-VD)의 판독 출력 과정이 종료된 후에, 상기 n-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m-번째 부분(Pm-n-VD)이 PC-프로세서

(PC-P)로부터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되며, 그곳에서 상기 n-번째

비디오 데이터의 m-번째 부분(Pm-n-VD)은 MB-프로세서(MB-P)로부터 임시 저장을 목적으로 MB-메모리(MB-S)로

전달된 다음에 텔레비전 수상기(FA)의 FA-스크린(FA-B) 상에 출력할 목적으로 데이터 인터페이스(DSS)를 통해 FA-프

로세서(FA-P)로 계속 전달된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4 연속 상태(FZ4)에서는, 사용자가 통

제 명령을 이동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상에 입력함으로써, 텔레비전 수상기(FA)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디오-필름

의 재생이 제어된다. 이와 같은 명령은 예를 들어 전방향 및 후방향 진행, 정지, 종료, 재생의 계속 등이다. 이 목적을 위해,

MB-프로세서(MB-P)에 의하여 "다음 비디오 데이터"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

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된다.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PC-프로세서(PC-P)로부터 "전달의 종료"

라는 응답 메시지(AW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상기 MB-프로세서(MB-P)가 "비디오 출력 종료"라는 정보 메시지를 데이터 인터페이스(DSS)를 통해 FA-프로세서(FA-

P)로 계속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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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 내지 도 9d는 원격 통신 핸드셋(TKHA)으로서 형성되고,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의 제 3 이동부(MT3)의 사용자가 퍼스널 컴퓨터(PC)에 저장된 MP3-파일을 HIFI-장치(HA) 상에 출력하는, 제 6

"스마트 홈"-시나리오에 따른 제 6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 흐름은 도 9a 내지 도

9d에 따라,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제 3 이동부(MT3)와 직접 연결되거나 (포인트-투-포인트-접속) 또는 간접으

로 기지국(BS)을 통해 상기 제 3 이동부(MT3)와 연결된, 도 1 내지 도 3에 따라 통합된 I/O-이동 박스 카드(MBK)를 구비

한 퍼스널 컴퓨터(PC),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상기 퍼스널 컴퓨터(PC)와 연결된 I/O-이동 박스(MB)와 라인 접속

부(CINCH, S/PDIF)를 통해 상기 I/O-이동 박스(MB)와 연결된 HIFI-장치(HA) 사이에서 진행한다.

메시지 흐름을 도시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은

(ｉ) 제 3 이동부(MT3)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예를 들어 하나의 키 패드(TA) 및 디스플레이로서 형

성된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AV)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MT-메모리(MT-S),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T-P) 그리고 상기 이동부(MT3)와 I/O-이동 박스 카드(MBK)가 통합된 퍼스널 컴퓨터(PC) 사이에서 작

용하는 공통의 PC/MT-공중 인터페이스(PC/MT-LSS)이고,

(ⅱ) I/O-이동 박스 카드(MBK)가 통합된 퍼스널 컴퓨터(PC)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상기 이동부

(MT3)와 공통의 PC/MT-공중 인터페이스(PC/MT-LSS),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T-P), PC-메모리

(PC-S) 그리고 I/O-이동 박스 카드(MBK)가 통합된 퍼스널 컴퓨터(PC)와 I/O-이동 박스(MB)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이며,

(ⅲ) I/O-이동 박스(MB)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I/O-이동 박스 카드(MBK)가 통합된 퍼스널 컴퓨터

(PC)와 공통의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 MB-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B-P), MB-메모리

(MB-S) 그리고 I/O-이동 박스(MB)와 텔레비전 수상기(FA)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데이터 인터페이스(DSS)이고,

(ⅳ) HIFI-장치(HA)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상기 I/O-이동 박스(MB)와 공통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DSS), HA-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HA-P) 그리고 E/A-컨버터(E/A-W)이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한 선택적인 예비 상태(VZ)에서는, 퍼스널 컴퓨터

(PC) 및 HIFI-장치(HA)가 "대기(Stand-by)"-모드에 있고, 상기 상태에서는 이동부(MT3)에 의하여 도 4에서 기술된 깨

움 절차에 따라 퍼스널 컴퓨터(PC) 및 HIFI-장치(HA)가 깨워지고 작동될 수 있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한 출발 상태(AZ)에서는, 퍼스널 컴퓨터(PC)에 저장된 MP3-파일이 HIFI-장치

(HA) 상에 출력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하여 "MP3-리스트"라는 제어 명령

(STK)이 MT-프로세서(MT-P)로부터 전달된다. 상기 MT-프로세서(MT-P)는 "MP3-리스트"라는 질문 메시지(AFM)를

PC/MT-공중 인터페이스(PC/MT-LSS)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달한다.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PC-프로세서(PC-P)가 PC-메모리(PC-S)로부터 전체 MP3-데이터를 판독 출력한다. 상기 판독 출력 과정 후에, PC-프

로세서(PC-P)가 MP3-데이터 리스트(MP3-DL)를 동반한 응답 메시지(AWM)를 PC/MT-공중 인터페이스(PC/MT-

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상기 MT-프로세서(MT-P) 내에서 MP3-데이터 리스트(MP3-DL)가

MT-메모리(MT-S)에 임시 저장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제공되며, 그곳에서 MP3-데이터 리

스트(MP3-DL)가 디스플레이된다. 이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하여 "HIFI-장치(HA) 상에 출력

할 목적으로 n-번째 MP3-파일을 MP3-리스트로부터 해당 I/O-이동 박스로 전달하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

서(MT-P)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MT-프로세서(MT-P)가 "HIFI-장치(HA) 상에 출력할 목적으로 n-번째 MP3-파일을

MP3-리스트로부터 해당 I/O-이동 박스로 전달하라"는 요청 메시지(AFFN)를 PC/MT-공중 인터페이스(PC/MT-LSS)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한다. 상기 요청 메시지(AFFM)의 전달에 이어서, PC-프로세서(PC-P)에 의하여

"HIFI-장치(HA) 상에 MP3-출력"이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

세서(MB-P)로 전송된 다음에, 상기 MB-프로세서(MB-P)가 "HIFI-장치(HA) 상에 MP3-출력"이라는 정보 메시지(INM)

를 데이터 인터페이스(DSS)를 통해 HA-프로세서(HA-P)로 전달한다. 상기 정보 메시지(INM)의 발송 후에, MB-프로세

서(MB-P)에 의하여 "MP3-출력 준비됨"이라는 응답 메시지(AW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된다.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 "PC-프로세서 및 PC-메모리"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1 연속 상태

(FZ1)에서는, 전달될 데이터의 양 및 공중 인터페이스의 전송율에 따라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전달된다. 이 목적을 위해,

PC-프로세서(PC-P)가 n-번째 MP3-데이터의 제 1 부분(P1-n-MP3-D)을 PC-메모리(PC-S)로부터 판독 출력한다. 상

기 n-번째 MP3-데이터의 제 1 부분(P1-n-MP3-D)의 판독 출력 과정 후에, 상기 n-번째 MP3-데이터의 제 1 부분(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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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P3-D)이 PC-프로세서(PC-P)로부터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

되며, 그곳에서 상기 n-번째 MP3-데이터의 제 1 부분(P1-n-MP3-D)은 임시 저장을 목적으로 MB-프로세서로부터

MB-메모리(MB-S)로 전달된 다음에 HIFI-장치(HA) 의 E/A-컨버터(E/A-W) 상에 출력할 목적으로 데이터 인터페이스

(DSS)를 통해 HA-프로세서(HA-P)로 계속 전달된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2 연속 상태(FZ2)에서는, 사용자가 통

제 명령을 이동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상에 입력함으로써, HIFI-장치(HA) 상에서 이루어지는 MP3-파일의 재생

이 제어된다. 이와 같은 명령은 예를 들어 전방향 및 후방향 진행, 정지, 종료, 재생의 계속 등이다. 이 목적을 위해, MB-프

로세서(MB-P)에 의하여 "다음 MP3-데이터"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된다.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PC-프로세서(PC-P)가 n-번째 MP3-데이터의 제 2

부분(P2-n-MP3-D)을 PC-메모리(PC-S)로부터 판독 출력한다. 상기 n-번째 MP3-데이터의 제 2 부분(P2-n-MP3-D)

의 판독 출력 과정이 종료된 후에, 상기 n-번째 MP3-데이터의 제 2 부분(P2-n-MP3-D)이 PC-프로세서(PC-P)로부터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되며, 그곳에서 상기 n-번째 MP3-데이터

의 제 2 부분(P2-n-MP3-D)은 MB-프로세서(MB-P)로부터 임시 저장을 목적으로 MB-메모리(MB-S)로 전달된 다음에

HIFI-장치(HA)의 E/A-컨버터(E/A-W) 상에 출력할 목적으로 데이터 인터페이스(DSS)를 통해 HA-프로세서(HA-P)로

계속 전달된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3 연속 상태(FZ3)에서는, 사용자가 통

제 명령을 이동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상에 입력함으로써, HIFI-장치(HA) 상에서 이루어지는 MP3-파일의 재생

이 제어된다. 이와 같은 명령은 예를 들어 전방향 및 후방향 진행, 정지, 종료, 재생의 계속 등이다. 이 목적을 위해, MB-프

로세서(MB-P)에 의하여 "다음 MP3-데이터"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된다.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PC-프로세서(PC-P)가 n-번째 MP3-데이터의 m-

번째 부분(Pm-n-MP3-D)을 PC-메모리(PC-S)로부터 판독 출력한다. 상기 n-번째 MP3-데이터의 m-번째 부분(Pm-n-

MP3-D)의 판독 출력 과정이 종료된 후에, 상기 n-번째 MP3-데이터의 m-번째 부분(Pm-n-MP3-D)이 PC-프로세서

(PC-P)로부터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되며, 그곳에서 상기 n-번째

MP3-데이터의 m-번째 부분(Pm-n-MP3-D)은 MB-프로세서(MB-P)로부터 임시 저장을 목적으로 MB-메모리(MB-S)

로 전달된 다음에 HIFI-장치(HA)의 E/A-컨버터(E/A-W) 상에 출력할 목적으로 데이터 인터페이스(DSS)를 통해 HA-프

로세서(HA-P)로 계속 전달된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제 4 연속 상태(FZ4)에서는, 사용자가 통

제 명령을 이동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상에 입력함으로써, HIFI-장치(HA) 상에서 이루어지는 MP3-파일의 재생

이 제어된다. 이와 같은 명령은 예를 들어 전방향 및 후방향 진행, 정지, 종료, 재생의 계속 등이다. 이 목적을 위해, MB-프

로세서(MB-P)에 의하여 "다음 MP3-데이터"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PC-프로세서(PC-P)로 전송된다.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PC-프로세서(PC-P)로부터 "전달의 종료"라는 응답

메시지(AWM)가 PC/MB-공중 인터페이스(PC/MB-LSS)를 통해 MB-프로세서(MB-P)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상기

MB-프로세서(MB-P)가 "MP3-출력 종료"라는 정보 메시지를 데이터 인터페이스(DSS)를 통해 HA-프로세서(HA-P)로

계속 전송한다.

도 10a 내지 도 10c는 원격 통신 핸드셋(TKHA)으로서 형성되고,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의 제 3 이동부(MT3)의 사용자가 이동부(MT3)에 의해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 및 상기 방송의 중단에 대하

여 광고 블록에 의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제 7 "스마트 홈"-시나리오에 따른 제 7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을 보여준다. 이

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 흐름은 도 10a 내지 도 10c에 따라, 제 3 이동부(MT3)와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상기 제 3

이동부(MT3)와 직접 연결되거나 (포인트-투-포인트-접속) 또는 간접으로 기지국(BS)을 통해 상기 제 3 이동부(MT3)와

연결된, 접속된 텔레비전 수상기(FA) 및 DVB-T/S/T-네트워크(DVBN)에 대한 접속부를 구비한 셋탑-박스(STB) 사이에

서 진행한다.

메시지 흐름을 도시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은

(ｉ) 이동부(MT3)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예를 들어 하나의 E/A-컨버터(E/A-W), g나의 키 패드

(TA) 및 디스플레이로서 형성된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AV)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MT-메모리(MT-S),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MT-P) 그리고 상기 이동부(MT3)와 셋탑-박스(STB)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

의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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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셋탑-박스(STB)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상기 이동부(MT3)와 공통의 MT/STB-공중 인터페이스

(MT/STB-LSS), STB-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STB-P), 텔레비전 수상기(FA)에 대한 접속부를 구비한 AS/

DS-인터페이스(AS/DS-SS) 그리고 DVB-T/S/T-네트워크(DVBN)에 대한 접속부를 구비한 DVB-인터페이스(DVB-

SS)이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한 출발 상태(AZ)에서는, 이동부(MT3)에 의해서 특

정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에 대하여 상기(reminder)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하

여 "Y 일(day)에 채널 X 상에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상기

MT-프로세서(MT-P)는 내부 통신 접속을 구성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이라는 구성 메시지(AUM)를 상기 MT/

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STB-프로세서(STB-P)로 전달한다. 그 다음에 STB-프로세서(STB-P)가

상기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확인 메시지(BM)를 MT-프로세서(MT-P)로 역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MT-프로세서(MT-P)로부터 "Y 일(day)에 채널 X 상에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MT/

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STB-프로세서(STB-P)로 전달된다. 전달되는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STB-프로세서(STB-P) 내에서 "비디오 텍스트 또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의 평가(AW)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DVB-인터페이스(DVB-SS)를 통해 DVB-T/S/C-네트워크(DVBN)로부터 수신된 비디오 텍스트- 또는 EPG-

신호 정보들(VT/EPG-SI)(EPG; Electronic Program Guide)이 평가된다. STB-프로세서(STB-P)에 의한 상기 평가 과

정(AW)이 종료된 후에는, 상기 STB-프로세서로부터 프로그램 데이터(PD)를 동반한 응답 메시지(AWM)가 MT/STB-공

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송된다. 그 다음에, 수신된 프로그램 데이터(PD)가

MT-프로세서(MT-P)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DV)에 제공되고, 그곳에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키 패드(TA)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Z)(예컨대 ARD-스포츠 시청)

의 시작에 대한 상기"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발송된다. 그 다음에 상기 MT-프로세서(MT-P)가

"텔레비전 방송(Z)의 시작에 대한 상기(reminder)"라는 질문 메시지(AFM)를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

를 통해 STB-프로세서(STB-P)로 전달한다. 수신된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STB-프로세서(STB-P)에 의하

여 DVB-인터페이스(DVB-SS)와 함께 "텔레비전 방송(Z)의 시작"이 모니터링(UEW) 된다. 모니터링(UEW)이 개시된 후

에는, 상기 STB-프로세서(STB-P)가 "상기에 대한 바람을 수신함"이라는 응답 메시지(AWM)를 MT/STB-공중 인터페이

스(MT/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응답 메시지(AWM)를 토대로, MT-프로

세서(MT-P)가 상기 구성된 내부 통신 접속을 해체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 해체 메시지(ABM)를 MT/STB-공중 인

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STB-프로세서(STB-P)로 전달하며, 상기 MB-프로세서가 동일한 메시지 경로 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추가의 확인 메시지(BM)로써 상기 해체 명령에 응답함으로 접속이 해체된다.

그 다음에, STB-프로세서(STB-P)에 의하여 상기 모니터링(UEW)을 토대로 "텔레비전 방송(Z)의 시작"에 대한 확인

(FST)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상기 STB-프로세서(STB-P)가 내부 통신 접속을 구성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이

라는 구성 메시지(AUM)를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달한다. 그 다

음에 상기 MT-프로세서(MT-P)가 확인 메시지(BM)를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

(MT-P)로 역전송한다. 상기 수신된 확인 메시지(BM)를 토대로, STB-프로세서(STB-P)로부터 "텔레비전 방송(Z)의 시

작"이라는 상기(reminder) 메시지(EM)가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

달된 다음에, 상기 MT-프로세서(MT-P)가 "경보 텍스트로서의 텔레비전 방송(Z)의 시작(예를 들어 ARD-스포츠 시청이

시작됨)"이라는 제 1 디스플레이 정보(AI1)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및/또는 "텔레비전 방송(Z)의

경보 음성/-멜로디 또는 오디오 신호(예를 들어 ARD-스포츠 시청의 예고편"이라는 제 2 디스플레이 정보(AI2)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E/A-컨버터(E/A-W)에 제공한다. 그 다음에 상기 개별 디스플레이 정보(AI1, AI2)가 디스플레이

(AV) 상에 및/또는 E/A-컨버터(E/A-W) 상에 제공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상기 메시지를 수신함"이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송된다. 상기 수신된 제어 명령(STK)을 토

대로, MT-프로세서(MT-P)가 상기 구성된 내부 통신 접속을 해체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 해체 메시지(ABM)를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STB-프로세서(STB-P)로 전달하며, 상기 STB-프로세서가 동일한

메시지 경로 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추가의 확인 메시지(BM)로써 상기 해체 명령에 응답함으로 접속이 해체된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후속하는 한 연속 상태(FZ)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Z)이 광고 블록에 의해 중단된 후에는, 상기 광고 블록이 종료된 후에 이동부(MT3)에 의하여 상기 텔레비전 방송(Z)의 계

속에 대하여 상기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Z)의 계속에 대

한 상기"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상기 MT-프로세서(MT-P)는 내부 통신 접속을 구성

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이라는 구성 메시지(AUM)를 상기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STB-

프로세서(STB-P)로 전달한다. 그 다음에 STB-프로세서(STB-P)가 상기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확인 메시지(BM)를 MT-프로세서(MT-P)로 역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MT-프로세서(MT-P)로부터 "텔레비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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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의 계속에 대한 상기"라는 질문 메시지(AFM)가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STB-프로세서

(STB-P)로 전달된다. 수신된 상기 질문 메시지(AFM)를 토대로, STB-프로세서(STB-P)에 의하여 DVB-인터페이스

(DVB-SS)와 함께 "광고 블록의 종료"가 모니터링(UEW) 된다. 모니터링(UEW)이 개시된 후에는, 상기 STB-프로세서

(STB-P)가 "상기에 대한 바람을 수신함"이라는 응답 메시지(AWM)를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응답 메시지(AWM)를 토대로, MT-프로세서(MT-P)가 상기 구성된

내부 통신 접속을 해체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 해체 메시지(ABM)를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STB-프로세서(STB-P)로 전달하며, 상기 MB-프로세서가 동일한 메시지 경로 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추가의 확인

메시지(BM)로써 상기 해체 명령에 응답함으로 접속이 해체된다.

그 다음에, STB-프로세서(STB-P)에 의하여 상기 모니터링(UEW)을 토대로 "광고 블록의 종료"에 대한 확인(FST)이 이

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상기 STB-프로세서(STB-P)가 내부 통신 접속을 구성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이라는 구성

메시지(AUM)를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달한다. 그 다음에 상기

MT-프로세서(MT-P)가 확인 메시지(BM)를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역전송한다. 상기 수신된 확인 메시지(BM)를 토대로, STB-프로세서(STB-P)로부터 "광고 블록의 종료"라는 상기

(reminder) 메시지(EM)가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 다음에, 상

기 MT-프로세서(MT-P)가 "경보 텍스트로서의 텔레비전 방송(Z)의 시작(예를 들어 ARD-스포츠 시청이 시작됨)"이라는

제 1 디스플레이 정보(AI1)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에 및/또는 "텔레비전 방송(Z)의 경보 음성/-멜

로디 또는 오디오 신호(예를 들어 스포츠 시청 캐스터의 음성)"이라는 제 2 디스플레이 정보(AI2)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BSS)의 E/A-컨버터(E/A-W)에 제공한다. 그 다음에 상기 개별 디스플레이 정보(AI1, AI2)가 디스플레이(AV) 상에 및/

또는 E/A-컨버터(E/A-W) 상에 제공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상기 메시지

를 수신함"이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송된다. 상기 수신된 제어 명령(STK)으로 인해, MT-프

로세서(MT-P)가 상기 구성된 내부 통신 접속을 해체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 해체 메시지(ABM)를 MT/STB-공중

인터페이스(MT/STB-LSS)를 통해 STB-프로세서(STB-P)로 전달하며, 상기 STB-프로세서가 동일한 메시지 경로 상에

서 반대 방향으로 추가의 확인 메시지(BM)로써 상기 해체 명령에 응답함으로 접속이 해체된다.

도 11a 내지 도 11c는 원격 통신 핸드셋(TKHA)으로서 형성되고,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의 제 3 이동부(MT3)의 사용자가 상기 이동부(MT3)에 의하여 "텔레보우팅(Televoting)"에 참여하는, 제

8 "스마트 홈"-시나리오에 따른 제 8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 흐름은 도 11a 내지

도 11c에 따라, 제 3 이동부(MT3), 상기 제 3 이동부(MT3)와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연결되고 DVB-T/S/C-네트

워크(DVBN)에 대한 접속부를 구비한 셋탑-박스(STB), 상기 셋탑-박스(STB)와 연결된 텔레비전 수상기(FA)와 상기 제

3 이동부(MT3) 및 셋탑-박스(STB)와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연결된 기지국(BS) 사이에서 진행한다.

메시지 흐름을 도시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은

(ｉ) 이동부(M3)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예를 들어 하나의 키 패드(TA) 및 디스플레이로서 형성된 하

나의 디스플레이 장치(AV)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BSS), MT-메모리(MT-S), MT-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

어 유닛(MT-P) 그리고 상기 이동부(MT3) 그리고 셋탑-박스(STB)와 기지국(BS)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MT/BS/

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이고,

(ⅱ) 기지국(BS)을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상기 이동부(MT3) 및 셋탑-박스(STB)와 공통의 MT/BS/

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 그리고 하나의 라인- 및 네트워크 접속부(LNA), BS-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

앙 제어 유닛(BS-P) 그리고 BS-메모리(BS-P)로 구성된 공통의 기능 블록이며,

(ⅲ) 셋탑-박스(STB)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이동부(MT3) 및 기지국(BS)과 공통의 MT/BS/STB-공

중 인터페이스(MT/BS/STB-LSS), STB-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STB-P), 상기 셋탑-박스(STB)와 텔레비

전 수상기(FA) 사이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AS/DS-인터페이스(AS/DS-SS) 그리고 DVB-T/S/C-네트워크(DVBN)에 대한

접속부를 구비한 DVB-인터페이스(DVB-SS)이고,

(ⅳ) 텔레비전 수상기(FA)를 위해서는, 도시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상기 셋탑-박스(STB)와 공통의 AS/DS-인터페이

스(AS/DS-SS), FA-프로세서로서 형성된 중앙 제어 유닛(FA-P) 그리고 FA-스크린(FA-B)이다.

모든 구성 유닛 또는 소자들에 중요한 상기 메시지 흐름 다이아그램의 한 출발 상태(AZ)에서는, 이동부(MT3)에 의해서 "

텔레보우팅(Televoting)"이 실행된다. 이 목적을 위해, STB-프로세서(STB-P)가 DVB-인터페이스(DVB-SS)를 통해

DVB-T/S/C-네트워크(DVBN)로부터 DVB-신호 "텔레보우팅 정보"(DVB-SI)를 수신한다. 그 다음에, 상기 STB-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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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STB-P)가 AS/DS-인터페이스(AS/DS-SS), FA-프로세서(FA-P)를 통해 디스플레이 정보 "텔레보우팅 스크린 키"가

FA-스크린(FA-B)으로 전달하고, 내부 통신 접속을 구성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이라는 구성 메시지(AUM)를 상기

MT/BS/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달한다. 그 다음에 MT-프로세서

(MT-P)가 상기 MT/BS/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확인 메시지(BM)를 STB-프로세서(STB-P)

로 역전송한다. 상기 확인 메시지(BM)를 토대로, STB-프로세서(STB-P)가 MT/BS/STB-공중 인터페이스(MT/BS/

STB-LSS)를 통해 텔레보우팅-정보(TVI)와 함께 "텔레보우팅-정보를 디스플레이하라"는 요청 메시지(AFFM)를 MT-프

로세서(MT-P)로 전달한다. 텔레보우팅-정보(TVI)를 동반한 요청 메시지(AFFM)를 수신한 후에, 상기 MT-프로세서

(MT-P)로부터 디스플레이 정보 "텔레보우팅-디스플레이 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로 전송되며,

그곳에서 텔레보우팅-디스플레이 키가 디시플레이된다. 그밖에, 상기 MT-프로세서(MT-P)는 상기 수신된 요청 메시지

(AFFM)를 위한 확인 메시지(BM)를 MT/BS/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STB-프로세서(STB-P)

로 전달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에 의해서 "텔레보우팅이 결정되었음"이라는 제어 명령

(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그리고 나서, 상기 MT-프로세서(MT-P)가 텔레보우팅-결정 데이터(TVED)

와 함께 전달 메시지 "텔레보우팅-결정 데이터"(UEM)를 STB-프로세서(STB-P)로 전송한다. 상기 전달 메시지(UEM)를

토대로, STB-프로세서(STB-P)로부터 "텔레보우팅-결정을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디스플레이 정보(AI)는 AS/DS-인터

페이스(AS/DS-SS) 및 FA-프로세서(FA-P)를 통해 FA-스크린(FA-B)에 전달되고, "텔레보우팅-결정의 확인"이라는 질

문 메시지(AFM)는 MT/BS/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달된다. 그 다음

에 MT-프로세서(MT-P)가 "텔레보우팅-결정을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디스플레이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

스플레이(AV)에 제공하며, 그곳에서 상기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키 패드(TA)

에 의해서 "텔레보우팅-결정의 확인"이라는 제어 명령(STK)이 MT-프로세서(MT-P)로 전송된다. 상기 제어 명령(STK)

의 수신에 의하여, MT-프로세서(MT-P)는 확인 데이터(BSD)와 함께 "확인 데이터"라는 응답 메시지(AWM)를 MT/BS/

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STB-프로세서(STB-P)로 전송하고, 상기 STB-프로세서(STB-P)는

상기 수신된 확인 데이터(BSD)를 AS/DS-인터페이스(AS/DS-SS) 및 FA-프로세서(FA-P)를 통해 FA-스크린(FA-B)으

로 전송한다. 그 다음에, STB-프로세서(STB-P)가 외부 통신 접속을 구성하기 위하여 "외부 통신 접속"이라는 구성 메시

지(AUM)를 MT/BS/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하여 기지국(BS)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라인- 및 네트

워크 접속부(LNA), BS-프로세서(BS-P) 및 BS-메모리(BS-S)로 구성된 기능 블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 기지국

(BS) 또는 상기 기능 블록이 확인 메시지(BM)를 MT/BS/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STB-프로세

서(STB-P)로 역전송한다. 상기 확인 메시지(BM)를 토대로, STB-프로세서(STB-P)가 텔레보우팅-결정 데이터(TVED)

와 함께 "텔레보우팅 결정 데이터"라는 전달 메시지를 MT/BS/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상기 기

지국(BS) 또는 기능 블록으로 전달한 다음에, 상기 기지국(BS) 또는 기능 블록이 추가의 확인 메시지(BM)를 동일한 메시

지 경로 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STB-프로세서(STB-P)로 전송한다. 상기 확인 메시지(BM)를 토대로, STB-프로세서

(STB-P)로부터 상기 구성된 외부 통신 접속을 해체하기 위하여 "외부 통신 접속" 해체 메시지(ABM)가 MT/BS/STB-공

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기지국(BS) 또는 기능 블록으로 전달되고, 상기 기지국(BS) 또는 기능 블록이

동일한 메시지 경로 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추가의 확인 메시지(BM)로써 상기 해체 명령에 응답함으로 접속이 해체된다.

그리고 나서, STB-프로세서(STB-P)가 "텔레보우팅-결정 데이터를 전달하라"는 경고 메시지(HWM)를 MT/BS/STB-공

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달한 다음에, 상기 MT-프로세서(MT-P)가 "텔레보

우팅-결정 데이터가 전송되었음"이라는 디스플레이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BSS)의 디스플레이(AV)로 전달하며, 그곳

에서 상기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경고 메시지(HWM)의 전달 후에, 상기 STB-프로세서(STB-P)는 상기 구성된 내부 통

신 접속을 해체하기 위하여 "내부 통신 접속" 해체 메시지(ABM)를 MT/BS/STB-공중 인터페이스(MT/BS/STB-LSS)를

통해 MT-프로세서(MT-P)로 전달하며, 상기 MT-프로세서가 동일한 메시지 경로 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추가의 확인 메

시지로써 상기 해체 명령에 응답함으로 접속이 해체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마트-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방법으로서,

a) 기지국(BS)은 전화 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

(TAVS)를 송/수신할 목적으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위한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가 할당된 라인 교환된 및/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에 접속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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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하나의 이동부(MT, MT1, MT2, MT3, STB, MB, MBK, TKHA)는 전화 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및/또는 텍스트 데

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적어도 하나의 공중 인터페이스(LSS) 또는 적어도 하

나의 공중 인터페이스(LSS) 및 라인 인터페이스(LTSS)를 통해 송/수신할 목적으로 기지국(BS)에 할당되며, 이 경우

a1) 적어도 하나의 제 1 이동부(MT, MT1, MB, MBK) 및/또는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텍스트 데이

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송/수신하며, 이 경우

a11) 전달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전송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송될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 수신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 및/또는 기지국(BS)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에 할당되고 및/또는

a12) 전달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전송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송될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수신하기 위하여,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 및/또는 기지국(BS)은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에 할당되며,

a2) 적어도 하나의 제 3 이동부(MT, MT3, TKHA)를 구비하고,

a21) EXTERN-전화 대화가 기지국(BS)을 통해 유도되고 그리고 제 3 이동부(MT, MT3, TKHA)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

는 EXTERN-전화 대화도 상기 제 3 이동부(MT, MT3, TKHA) 사이에서 유도되거나 또는

a22) EXTERN-전화 대화가 유도되고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기

지국(BS)을 통해 외부로 전송되고/외부로부터 수신되며 그리고 제 3 이동부(MT, MT3, TKHA)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EXTERN-전화 대화도 상기 제 3 이동부(MT, MT3) 사이에서 유도되고,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

/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내부에서 발송/수신되며,

b) 상기 제 3 이동부(MT, MT3, TKHA)가 제어 명령(STK)을 형성하고, 이 제어 명령을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발

송하며, 상기 제어 명령(STK)에 의하여

b1) 기지국(BS) 내에서, 제 1 이동부(MT, MT1, MB, MBK) 내에서 및/또는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 내

에서 종료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응답되고, 상기 데이터는 이 데

이터가 종료된 장치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기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 및/또는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로 출력, 릴리스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전송되고

및/또는

b2) 제 3 이동부(MT, MT3, TKHA) 내에서,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 내에서 및/또는 제 2 INTERN-

데이터 소스/-싱크(I-DQS2) 내에서 종료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응답되고, 상기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종료된 장치로부터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에 할당된 제 1 이동

부(MT, MT1, MB, MBK)를 통해서 또는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에 할당된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를 통해서 및/또는 기지국(BS)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 제 3 이동부(MT, MT3, TKHA), 추가의

제 3 이동부(MT, MT3, TKHA),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 및/

또는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 출력, 릴리스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

마트-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제어 명령이 발생되고, 상기 제어 명령이 HF-신호에서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발송되며, 상기 제어 명령에 의해서

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의 출력, 릴리스 및 저장이 추가로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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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공중 인터페이스(LSS)로서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나의 공통 인터페이스가 이용되거나 또는 전화 대

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각각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공중 인터페이스(LSS)로서 DECT-, WDCT-, DECT- 및 Bluetooth-, WDCT- 및 Bluetooth-, DECT- 및 IEEE

802.11a-, DECT- 및 IEEE 802.11b-, DECT- 및 IEEE 802.11g-, WDCT- 및 IEEE 802.11a-, WDCT- 및 IEEE

802.11b-, WDCT- 및 IEEE 802.11g-, GSM- 및 DECT-, GSM- 및 Bluetooth-, GSM- 및 IEEE 802.11a-, GSM- 및

IEEE 802.11b-, GSM- 및 IEEE 802.11g-, 3GPP- 및 Bluetooth-, 3GPP- 및 IEEE 802.11a-, 3GPP- 및 IEEE

802.11b- 또는 3GPP- 및 IEEE 802.11g-를 토대로 하는 인터페이스가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텍스트 데이터로서는 "쇼트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짧은 메시지 또는 비디오 텍스트 정보가, 오디오 데이터로서는 "멀티미

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전화 음성 정보, 음악 정보 또는 인터넷, 예컨대 MP3-파일로부터의 오디오-다운로드가, 비디

오 데이터로서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화상 정보 또는 인터넷으로부터의 비디오-다운로드가 및/또는 제어

데이터로서는 특히 가정 분야의 전기 장치들을 제어, 측정, 조절, 교정, 진단 및/또는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제 3 이동부(MT, MT3, TKHA)로서는 키 패드 또는 음성 제어부를 구비한 무선의 간편-전화 핸드셋 그리고 메뉴 제어부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용되고, 기지국(BS)으로서는 무선-기지국이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제 3 이동부(MT, MT3, TKHA)로서는 무선-인터페이스, 특히 "Bluetooth-인터페이스", 키 패드(TA) 또는 음성 제어부를

구비한 이동 전화 그리고 메뉴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용되고, 기지국(BS)으로서는 "USB"-인터페이스

가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제 1 이동부(MT, MT1, MB, MBK)로서 "Ethernet"-인터페이스 또는 "USB"-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무선 I/O-이동 박스

(MB, MBK)가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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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 제 6 항,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로서 각각 하나의 "아날로그/디지털"-인터페이스, "SCART/S-비디오"-인터페이

스, "CINCH/S-PIDF"-인터페이스 및/또는 "EIB/LON/LCN/KNX"-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무선 I/O-이동 박스(MB, MBK)

또는 무선 셋탑-박스(STB)가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와 접속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에 통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

(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와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

(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에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가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 센터로서 또는 쇼트 메시지-서비스 센터로서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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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BS)이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와 및/또는 제 2 INTERN-데이

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와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BS)이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에 및/또는 제 2 INTERN-데이

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에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 및 10 항 또는 제 1 항 및 제 11 항에 있어서,

"대기"-모드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PC)가 제어 명령(STK)에 의해서 깨워지고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 및 12 항 또는 제 1 항 및 제 13 항에 있어서,

각각 "대기"-모드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가 제어 명령(STK)에 의해서 깨워

지고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 항, 제 9 항 및 12 항 또는 제 1 항, 제 9 항 및 제 13 항에 있어서,

제어 명령(STK)에 의해 "텔레보우팅"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 항, 제 9 항 및 12 항 또는 제 1 항, 제 9 항 및 제 13 항에 있어서,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 및 계속이 제어 명령(STK)에 의하여 제 3 이동부(MT3, MT, TKHA)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스마트-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원격 통신 시스템(TKS1, TKS2, TKS3)으로서,

a) 전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위해 할당

된 EXTERN-데이터를 구비한 라인 교환된 및/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LVN, PVN)에 접속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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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지국(BS), 및 전화 대화를 유도하기 위

한 및/또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송/수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이동부(MT, MT1, MT2, MT3, STB, MB, MBK, TKHA)는 적어도 하나의 공중 인터페이스(LSS) 및 라인 인터페이스

(LTSS)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경우

a1) 적어도 하나의 제 1 이동부(MT, MT1, MB, MBK) 및/또는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는 텍스트 데이

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형성되며, 이 경우

a11)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 및/또는 기지국(BS)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를 위해

규정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수신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기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부터 유래하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

터(TAVS)를 송신하기 위하여, 각각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에 할당되고 및/또는

a12)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 및/또는 기지국(BS)은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를

위해 규정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수신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기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부터 유래하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송신하기 위하여, 각각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에 할당되며,

a2) 적어도 하나의 제 3 이동부(MT, MT3, TKHA)를 구비하고,

a21) EXTERN-전화 대화가 기지국(BS)을 통해 유도되고 그리고 제 3 이동부(MT, MT3, TKHA)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

는 EXTERN-전화 대화도 상기 제 3 이동부(MT, MT3, TKHA) 사이에서 유도되도록 형성되거나 또는

a22) EXTERN-전화 대화가 유도되고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기

지국(BS)을 통해 EXTERN-송/수신되며 그리고 제 3 이동부(MT, MT3, TKHA)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INTERN-전화

대화를 가이드 하도록 및 상기 제 3 이동부(MT, MT3) 사이에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

어 데이터(TAVS)를 INTERN-송/수신하도록 형성되며,

b) 상기 제 3 이동부(MT, MT3, TKHA)는 공중 인터페이스(LSS)에 연결되고, 제 3 이동부(MT, MT3, TKHA) 내에서 서

비스- 및 기능 시퀀스를 제어하기 위한 중앙 제어 유닛(MT-P), 상기 중앙 제어 유닛(MT-P)에 할당된 메모리(MT-S) 그

리고 상기 중앙 제어 유닛(MT-P)과 연결되고,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

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BSS, TA)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출력하

기 위한 수단(BSS, AV)을 포함하며, 상기 수단들은 제어 명령이 형성되어 이 명령이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발송되

도록 형성되며, 이 경우 상기 제어 명령(STK)에 의해서는

b1) 기지국(BS) 내에서, 제 1 이동부(MT, MT1, MB, MBK) 내에서 및/또는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 내

에서 종료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응답되고, 상기 데이터는 이 데

이터가 종료된 장치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기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 및/또는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로 출력, 릴리스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전송되고

및/또는

b2) 제 3 이동부(MT, MT3, TKHA) 내에서,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 내에서 및/또는 제 2 INTERN-

데이터 소스/-싱크(I-DQS2) 내에서 종료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응답되고, 상기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종료된 장치로부터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에 할당된 제 1 이동

부(MT, MT1, MB, MBK)를 통해서 또는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에 할당된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를 통해서 및/또는 기지국(BS)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 제 3 이동부(MT, MT3, TKHA), 추가의

제 3 이동부(MT, MT3, TKHA),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 및/

또는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 출력, 릴리스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

마트-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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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이동부(MT, MT3, TKHA) 내에서, 메모리(MT-S)가 할당되고 공중 인터페이스(LSS)에 연결된 중앙 제어 유닛

(MT-P) 그리고 상기 중앙 제어 유닛(MT-P)과 연결된 입력 수단(BSS, TA) 및 출력 수단(BSS, AV)은, 제어 명령이 형성

되고 이 명령이 HF-신호 내에서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발송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어 명령에 의해서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의 출력, 릴리스 및 저장이 추가로 제어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23.

제 21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공중 인터페이스(LSS)가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나의 공통 인터페이스이거나 혹은 상기 인터페

이스를 포함하거나, 또는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이거나 혹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공중 인터페이스(LSS)가 DECT-, WDCT-, DECT- 및 Bluetooth-, WDCT- 및 Bluetooth-, DECT- 및 IEEE

802.11a-, DECT- 및 IEEE 802.11b-, DECT- 및 IEEE 802.11g-, WDCT- 및 IEEE 802.11a-, WDCT- 및 IEEE

802.11b-, WDCT- 및 IEEE 802.11g-, GSM- 및 DECT-, GSM- 및 Bluetooth-, GSM- 및 IEEE 802.11a-, GSM- 및

IEEE 802.11b-, GSM- 및 IEEE 802.11g-, 3GPP- 및 Bluetooth-, 3GPP- 및 IEEE 802.11a-, 3GPP- 및 IEEE

802.11b- 또는 3GPP- 및 IEEE 802.11g-를 토대로 하는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2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가 "쇼트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짧은 메시지 또는 비디오 텍스트 정보를, 오디오 데이터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전화 음성 정보, 음악 정보 또는 인터넷, 예컨대 MP3-파일로부터의 오디오-다운로드를, 비디오 데

이터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화상 정보 또는 인터넷으로부터의 비디오-다운로드를 및/또는 제어 데이터가

특히 가정 분야의 전기 장치들을 제어, 측정, 조절, 교정, 진단 및/또는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26.

제 21 항, 제 23 항 또는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이동부(MT, MT3, TKHA)가 키 패드(TA) 또는 음성 제어부를 구비한 이동 전화로서 그리고 메뉴 제어부를 포

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AV)로서 형성되고, 기지국(BS)이 무선-기지국으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27.

제 21 항, 제 23 항 또는 제 2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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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이동부(MT, MT3, TKHA)로서는 무선-인터페이스, 특히 "Bluetooth-인터페이스", 키 패드(TA) 또는 음성 제

어부를 구비한 이동 전화로서 그리고 메뉴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형성되고, 기지국(BS)이 무선-기지국

으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28.

제 21 항, 제 26 항 또는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가 "Ethernet"-인터페이스 또는 "USB"-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무선 I/O-이동 박

스(MB, MBK)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29.

제 21 항, 제 26 항, 제 27 항 또는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각각 하나의 "아날로그/디지털"-인터페이스, "SCART/S-비디오"-인터

페이스, "CINCH/S-PIDF"-인터페이스 및/또는 "EIB/LON/LCN/KNX"-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무선 I/O-이동 박스(MB,

MBK) 또는 무선 셋탑-박스(STB)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30.

제 21 항 또는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와 접속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31.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에 통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32.

제 21 항 또는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

(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와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3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

(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에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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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가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 센터로서 또는 쇼트 메시지-서비스 센터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3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BS)이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와 및/또는 제 2 INTERN-데이

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와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36.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BS)이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에 및/또는 제 2 INTERN-데이

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에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37.

제 21 항 및 제 30 항 또는 제 21 항 및 제 31 항에 있어서,

"대기"-모드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PC)가 깨워지고 작동되도록 제어 명령(STK)이 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

신 시스템.

청구항 38.

제 21 항 및 제 32 항 또는 제 21 항 및 제 33 항에 있어서,

각각 "대기"-모드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가 깨워지고 작동되도록 제어 명령

(STK)이 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39.

제 21 항, 제 29 항 및 제 32 항 또는 제 21 항, 제 29 항 및 제 33 항에 있어서,

"텔레보우팅"이 실행되도록 제어 명령(STK)이 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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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 제 29 항 및 제 32 항 또는 제 21 항, 제 29 항 및 제 33 항에 있어서,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 및 계속이 제 3 이동부(MT3, MT, TKHA) 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 명령(STK)이 제작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

청구항 41.

"스마트-홈"-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및 원격 통신을 위한 원격 통신 핸드셋(MT, MT3, TKHA)으로서,

a) 적어도 하나의 공중 인터페이스(LSS), 상기 공중 인터페이스(LSS)와 연결되고, 원격 통신 핸드셋(MT, MT3, TKHA)

내에서의 서비스- 및 기능 시퀀스를 제어하기 위한 중앙 제어 유닛(MT-P), 상기 중앙 제어 유닛(MT-P)에 할당된 메모리

(MT-S) 그리고 상기 중앙 제어 유닛(MT-P)에 연결되고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

터(TAVS)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BSS, TA)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

를 출력하기 위한 수단(BSS, AV)이 하나의 기능 유닛을 형성하며,

a1) 원격 통신 핸드셋(MT, MT3, TKHA)은 EXTERN-전화 대화를 가이드 하기 위하여 또는 EXTERN-전화 대화를 가이

드 하기 위하여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EXTERN-송/수신하기

위하여 기지국(BS)과 연결될 수 있고, 상기 기지국은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

(TAVS)를 위하여 할당된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를 구비한 라인 교환된 및/또는 패킷 교환된 네트워크

(LVN, PVN)에 연결될 수 있으며,

a2) 추가의 원격 통신 핸드셋(MT, MT3, TKHA) 및/또는 적어도 하나의 각각 추가의 제 1 이동부(MT, MT1, MB, MBK)

및/또는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

(TAVS)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기지국(BS)과 연결되면, 상기 원격 통신 핸드셋(MT, MT3, TKHA)은

a21) INTERN-전화 대화를 가이드 하기 위하여 또는 INTERN-전화 대화를 가이드 하기 위하여 및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EXTERN-송/수신하기 위하여 각각 상기 원격 통신 핸드셋(MT,

MT3, TKHA)과 연결될 수 있고,

a22) 상기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INTERN-송/수신하기 위하여 각

각 상기 이동부들(MT, MT1, MT2, STB, MB, MBK)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23)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 및/또는 기지국(BS)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 용으로

규정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수신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부터 유래하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

터(TAVS)를 송신하기 위하여, 각각 상기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에 할당되어 있으며 및/또는

a24)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 및/또는 기지국(BS)은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

용으로 규정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를 수신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부터 유래하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

이터(TAVS)를 송신하기 위하여, 각각 상기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에 할당되어 있으며

a3) 제어 명령(STK)이 형성되고, 상기 제어 명령이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전송되며, 이 경우 상기 제어 명령

(STK)에 의해서는

a31) 기지국(BS) 내에서, 제 1 이동부(MT, MT1, MB, MBK) 내에서 및/또는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 내

에서 종료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가 응답되고, 상기 데이터는 이 데

이터가 종료된 장치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기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 및/또는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로 출력, 릴리스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전송되고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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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원격 통신 핸드셋(MT, MT3, TKHA) 내에서,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 내에서 및/또는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 내에서 종료된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

(TAVS)가 응답되고, 상기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종료된 장치로부터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에 할당

된 제 1 이동부(MT, MT1, MB, MBK)를 통해서 또는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에 할당된 제 2 이동부

(MT, MT2, STB, MB, MBK)를 통해서 및/또는 기지국(BS)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 원격 통신 핸드셋(MT, MT3,

TKHA), 추가의 원격 통신 핸드셋(MT, MT3, TKHA),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 제 1 INTERN-데이터 소

스/-싱크(I-DQS1) 및/또는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 출력, 릴리스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공중 인터페이스(LSS), 상기 공중 인터페이스(LSS)와 연결된 중앙 제어 유닛(MT-P), 상기 중앙 제어 유닛(MT-P)에 할

당된 메모리(MT-S) 그리고 상기 중앙 제어 유닛(MT-P)에 연결되고 입력 수단(BSS, TA) 및 출력 수단(BSS, AV)에 의해

형성된 기능 유닛은, 제어 명령이 형성되고 이 명령이 HF-신호 내에서 공중 인터페이스(LSS)를 통해 발송되도록 형성되

며, 상기 제어 명령에 의해서는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제어 데이터(TAVS)의 출력, 릴리스

및 저장이 추가로 제어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43.

제 41 항에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공중 인터페이스(LSS)가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나의 공통 인터페이스이거나 혹은 상기 인터페

이스를 포함하거나, 또는 전화 대화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이거나 혹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 핸드셋.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공중 인터페이스(LSS)가 DECT-, WDCT-, DECT- 및 Bluetooth-, WDCT- 및 Bluetooth-, DECT- 및 IEEE

802.11a-, DECT- 및 IEEE 802.11b-, DECT- 및 IEEE 802.11g-, WDCT- 및 IEEE 802.11a-, WDCT- 및 IEEE

802.11b-, WDCT- 및 IEEE 802.11g-, GSM- 및 DECT-, GSM- 및 Bluetooth-, GSM- 및 IEEE 802.11a-, GSM- 및

IEEE 802.11b-, GSM- 및 IEEE 802.11g-, 3GPP- 및 Bluetooth-, 3GPP- 및 IEEE 802.11a-, 3GPP- 및 IEEE

802.11b- 또는 3GPP- 및 IEEE 802.11g-를 토대로 하는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45.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트 데이터가 "쇼트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짧은 메시지 또는 비디오 텍스트 정보를, 오디오 데이터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전화 음성 정보, 음악 정보 또는 인터넷, 예컨대 MP3-파일로부터의 오디오-다운로드를, 비디오 데

이터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에 따른 화상 정보 또는 인터넷으로부터의 비디오-다운로드를 및/또는 제어 데이터가

특히 가정 분야의 전기 장치들을 제어, 측정, 조절, 교정, 진단 및/또는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격 통신 핸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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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 41 항, 제 43 항,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통신 핸드셋이 키 패드(TA) 또는 음성 제어부 그리고 메뉴 제어부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장치(AV)를 구비하고,

기지국(BS)으로서의 무선-기지국에 할당된 무선 간편-원격 통신 핸드셋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47.

제 41 항, 제 43 항,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통신 핸드셋이 무선-인터페이스, 특히 "Bluetooth-인터페이스", 키 패드(TA) 또는 음성 제어부 그리고 메뉴 제

어부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장치(AV)를 구비하고, 기지국(BS)으로서의 무선-기지국에 할당된 이동 전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48.

제 41 항, 제 46 항,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가 "Ethernet"-인터페이스 또는 "USB"-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무선 I/O-이동 박

스(MB, MBK)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49.

제 41 항, 제 46 항,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각각 하나의 "아날로그/디지털"-인터페이스, "SCART/S-비디오"-인터

페이스, "CINCH/S-PIDF"-인터페이스 및/또는 "EIB/LON/LCN/KNX"-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무선 I/O-이동 박스(MB,

MBK) 또는 무선 셋탑-박스(STB)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50.

제 41 항 또는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와 접속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51.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부(MT, MT1, MB, MBK)가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에 통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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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항 또는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

(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와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5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부(MT, MT2, STB, MB, MBK)가 제 2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

(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에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54.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EXTERN-데이터 소스/-싱크(E-DQS)가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 센터로서 또는 쇼트 메시지-서비스 센터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55.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BS)이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와 및/또는 제 2 INTERN-데이

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와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56.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BS)이 제 1 INTERN-데이터 소스/-싱크(I-DQS1)로서의 퍼스널 컴퓨터(PC)에 및/또는 제 2 INTERN-데이

터 소스/-싱크(I-DQS2)로서의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에 통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57.

제 41 항 및 제 50 항 또는 제 41 항 또는 제 51 항에 있어서,

"대기"-모드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PC)가 깨워지고 작동되도록 제어 명령(STK)이 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

신 핸드셋.

청구항 58.

제 41 항 및 제 52 항 또는 제 41 항 또는 제 5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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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대기"-모드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FA), HIFI-장치(HA) 또는 전기 장치(ELG)가 깨워지고 작동되도록 제어 명령

(STK)이 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59.

제 41 항, 제 49 항 및 제 52 항 또는 제 41 항, 제 49 항 및 제 53 항에 있어서,

"텔레보우팅"이 실행되도록 제어 명령(STK)이 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청구항 60.

제 41 항, 제 49 항 및 제 52 항 또는 제 41 항, 제 49 항 및 제 53 항에 있어서,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 및 계속이 제 3 이동부(MT3, MT, TKHA) 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 명령(STK)이 제작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통신 핸드셋.

도면

공개특허 10-2006-0095898

- 34 -



도면1

공개특허 10-2006-0095898

- 35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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