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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를 구비하는 네트워크 내에 배열되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에 대한 것이다. 이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원격 제어(20)로부터 원격 제어 신호(1)를 수신할 수

있으며 유도된 제어 신호(2; 3; 4)를 네트워크 내의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를 위해 송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가 원격 수신기 디바이스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원격 제어 수신기 디

바이스(100)는 바람직하게는,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의 필터링 및 번역을 수행해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에 송신된 유도

된 제어 신호가 단지 해당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와 관련있는 신호를 포함하게 하고 원격 제어 신호가 소비자 가전 디바이

스에 유용하게 해석되게 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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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원격 제어 디바이스(20)로부터 송신된 원격 제어 신호(1)를 수신하도록 배열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에 있어

서,

상기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를 구비하는 네트워크

(30) 내에 있도록 배열되고,

상기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 중에서 적어도 제1 소비

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를 위한 상기 원격 제어 신호(1)를 수신하도록 배열된 수신 수단(10)을 포함하며,

상기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상기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로부터 유도된 제어 신호(2; 3; 4)를 상기 네트워크

(30)를 통해 상기 적어도 제1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에 송신하도록 배열된 송신기 수단(11)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상기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의 필터링 및/또는 번역을 제공하도록 배열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의 상기 필터링 및/또는 번역과 관련된 필터링 규칙 및/또는 번역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구

성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청구항 4.

제1 항 내지 제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디폴트 필터링 규칙 및/또는 디폴트 번역 규칙 세트가 저장되는 저장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청구항 5.

제1 항 내지 제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400)가 액세하도록 배열된 컴퓨터 서버(60)에 필터링 규칙 및/또는 번역 규칙 세트가 저장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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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항 내지 제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요청된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 세트를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로부터 수신하도록 배열되어, 상기

요청된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 세트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와 상기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 사이의 세션에 대한 파라미터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청구항 7.

제1 항 내지 제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송신된 제어 신호(2; 3; 4)를 시간 스탬핑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청구항 8.

제1 항 내지 제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의 수신 수단(10)은 적외선(IR) 신호 또는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신호 형태의 원격 제어

신호(1)를 수신하도록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청구항 9.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에서 원격 제어 신호(1)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를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를 구비하는 네트워크

(30) 내에 배열하는 단계,

상기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에서 수신 수단(10)에 의해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

중에서 적어도 제1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를 위한 상기 원격 제어 신호(1)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 내의 송신기 수단(11)에 의해, 상기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로부터 유도된 제어 신

호(2; 3; 4)를 상기 네트워크(30)를 통해 상기 적어도 제1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에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의 필터링 및/또는 번역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

는 방법.

청구항 11.

제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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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의 상기 필터링 및/또는 번역과 관련된 필터링 규칙 및/또는 번역 규칙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9 항 내지 제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의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디폴트 필터링 규칙 및/또는 디폴트 번역 규칙 세트에 액세

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9 항 내지 제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가 액세하도록 배열된 컴퓨터 서버(60)에 저장되어 있는 필터링 규칙 및/또는 번역 규칙

세트에 액세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 항 내지 제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에서, 요청된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 세트를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100)에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해서, 상기 요청된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 세트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와

상기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 사이의 세션에 대한 파라미터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9 항 내지 제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송신된 제어 신호(2; 3; 4)를 시간 스탬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9 항 내지 제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의 수신 수단(10)에 의해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는 적외선(IR) 신호 또는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신호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17.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화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1 항 내지 제8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네트

워크화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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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로서,

제1 항 내지 제8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를 구비하는 네트워크(30) 내에 있도록 배열되

고, 상기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로부터 송신된 원격 신호(2; 3; 4)를 상기 네트워크(30)를 통해 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원격 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송신된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하도록 배열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또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에서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

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화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및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늘날, 많은 가정이 원격 제어에 의해 원격 위치로부터 제어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또는 어플라이언스

를 구비하고 있다. 보편적인 원격 제어는 복수의 가전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배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단지 하나의 원격 제어 송신기만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원격 제어로부터

보내진 신호는 통상, 의도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원격 제어 상에 키인된(keyed in) 작동 지시어를

전달하도록 부호화된다. 어플라이언스는 통상, 신호를 필터링하도록 배열되며, 이 신호를 수신 및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은 최적의 유연성을 제공하지 않는데, 보편적인 원격 제어가 통상 진짜로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이 원격 제어가 통상

제한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또는 어플라이언스 범위와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중 하나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에서 원격 제어 수신기가 기존의 원격 제어로부터

원격 제어 신호를 해석할 수 없다.

US5,815,086가 IR 수신기를 포함하는 임의의 어플라이언스와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송신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기

술하고 있다. 보편적인 송신기는 신호-전송 버스에 연결되는데 이 버스로부터 명령어를 수신하며, 수신기는 원격 제어로

부터 명령어를 수신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 명령어는 보편적인 송신기에 의해 어플라이언스의 적외선 수신기와 호환되는

변조된 적외선 신호로 번역된다. 따라서, 어플라이언스는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자동화 시스템으로 갱신될 수 있다. 그러

나, US5,815,086에 기술되어 있는 시스템의 구현은 추가적인 수신기 및 추가적인 송신기 유닛의 제공을 필요로 하며, 이

러한 디바이스는 공간을 차지하고 다소 고가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하나 초과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가 원격 제어 디바이스에 의해 제어되는 경우, 더 큰 유연성을 주는 원

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히 개시 단락에서 언급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가 다음을 특징으로 할 때 달성된다. 즉, 상기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가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를 구비하는 네트워크 내에 있도록 배열되고,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

이스가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중에서 적어도 제1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를 위한 상기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하

도록 배열된 수신 수단을 포함하고,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로부

터 유도된 제어 신호를 상기 적어도 제1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에 송신하도록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할 때 달성된다. 원

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가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를 구비하는 네트워크 내에 있기 때문에(수신기 디바이스가 가전 디바이

스에 원격 제어 신호를 송신하도록 배열되어 있음),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의 배치는 임의적이다. 따라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가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에 통합될 수 있거나(가전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음), 별개의 디바

이스일 수 있다. 네트워크 내의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와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사이에 적외선 링크와 같은 원격 제어

신호 링크 대신에 네트워크 링크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내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제어 신호

를 수신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복수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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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신호로부터 유도된 제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에 의한 추가

적인 이점이다; 따라서, 복수의 디바이스 상에 시간 지정된(timed)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이점은 원격 제어 신호가 적외선 신호인 경우에, (모든)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들)가 아닌 원격 제어 수신

기 디바이스만이 제어 신호를 수신할 원격 제어의 조준선에 있을 필요가 있다. 위의 구현의 일 예에서, 소비자 가전 디바이

스(들) 및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이더넷과 같은 가정용 네트워크 내에/에 배선되거나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가 상기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의 필터링 및/또는 번역을 제공하도록 배열될 때 바람직하다. 수

신된 원격 제어 신호의 필터링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내에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가 필요로 하는 신호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의 번역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로부터 네트워크화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

스로 보내진 제어 신호를 의미론적으로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를 필터링 및/또는 번역함으로써,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는 필요로하는 유도된 제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있거나 유도된 제어 신호를 의미론적으로 풍부한

신호로서 얻을 수 있다(예컨대, "0x0C" 대신에 "대기"를 수신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상기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의 상기 필터링 및/또는 번역과 관련된 필

터링 규칙 및/또는 번역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구성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에서 사용된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저장

수단을 더 포함하는데, 이 저장 수단에 디폴트 필터링 규칙 및/또는 디폴트 번역 규칙 세트가 저장된다. 따라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 요구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예컨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제어 신호를 텔레비젼, DVD-플레이어 및 오디오 장비에 송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필터링 규칙 및/또는 번역 규칙 세트가 컴퓨터 서버 상에 저장되는데,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이 서버에 액세스하도록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의 사용에 따라 필터링 규칙 및/또

는 번역 규칙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데, 예컨대 새로운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결합될 때, 사용자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의 셋업을 변경하기를 원할 때 등이다.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은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예

컨대, XML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문서의 URI(Universal Resource Identifier) 예컨대, http://

www.ietf.org./rfc/rfc2396.txt는 문서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된 파라미터일 수 있다.

추가적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로부터 요청된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

칙 세트를 수신하도록 배열되는데, 이는 상기 요청된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 세트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와 상기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사이의 세션에 대한 파라미터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 사이의 각 세션은 별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별개의 그리고 가능하게는 고유한 필터링 및/또

는 번역 규칙을 구비할 수 있다. 세션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에 의해 네트워크 내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에 제공된

서비스(즉, 원격 제어 신호의 중계)의 인스턴스화(instatition)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송신된 제어 신호를 시간 스탬핑하는 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

로써,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를 시간 스탬핑할 수 있고 따라서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로부터

유도된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들)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에서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

한 원래의 시간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는 제어 신호(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로부터 유도되며 필터링 및/또는 번역될 수 있

음)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로부터 (의도하고 있는)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로 이동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게 할 수 있어 유리하다.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를 시간 스탬핑함으로써, 예컨대 시간에 따른 멀티미디어 프리

젠테이션이 복수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상에 동시에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의 수신 수단은 적외선(IR) 신호 또는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신호 형태의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하도록 배열된다. IR 신호의 사용은 잘 알려진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다; RFID 신호

의 사용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가 원격 제어의 조준선 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는 원격 제어와 상이한 공간에 위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에서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과,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화된 소비자 가

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과,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다. 이 방법, 시스템 및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는 위에

서 설명된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그리고 이에 따라 유사한 이점을 나타내는 특징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원격"은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어플라이언스 또는 기타 디바이스의 하우징 또는 캐비넷 밖에

있는 임의의 위치를 가리킨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는 원격 제어 디바이스에 의해 제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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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의의 전자 디바이스 또는 어플라이언스를 커버하도록 의도된다.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에 대한 전형적인 예는 텔레비

젼 세트, DV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VCR, AM/FM 튜너, 오디오 카세트 데크,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임의의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처리 장비, 케이블 TV 제어 박스, 컴퓨터 등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와 연계해서 그리고 도면을 참조해서 아래에서 더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RCRD, 100) 및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 N은 1 이

상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30)의 개략도를 도시하고 있다.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네트워크(30) 내에서 네트

워크 수단(40)을 통해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와 연결되도록 배열된다. 따라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로부터의 신호(2, 3, 4)가 네트워크 수단(40)을 통해, 네트워크(30)에 연결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

(CED1, CED2, CEDN)에 송신될 수 있다. 네트워크 수단(40)은 가정용 네트워크(예컨대, 이더넷), 로컬 네트워크 등과같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30)를 확립하는 임의의 적당한 수단일 수 있다. 네트워크(30)가 무선 네트워크인 경우에, 무선 연

결을 제공하기 위한 임의의 적당한, 현재 또는 미래 기술 예컨대, 블루투스, IrDA, HomeRF, WLAN, WPAN, 및 UWB가

사용될 수 있다.

원격 제어(RC, 20)가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 이상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를 제어하기 위한 작

동 지시어를 전달하는 원격 제어 신호(1)를 송신하도록 배열된다. 원격 제어(20)는 키, 버튼 또는 압력 감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수단(미도시)을 포함하는데, 이로써 사용자는 원격 제어 신호(1)에서 송신될 지시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원격

제어 신호는 예컨대, 적외선 신호, 블루투스 또는 RFID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현재 또는 미래의 원격 제어 신호

역시 인지가능하다. 원격 제어 신호(1)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 내에서 또는 이 디바이스에서 수신 수단(10)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원격 제어(20)로부터 발생하는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의 필터링 및/또는 번역을 제

공하도록 배열되어, 상기 원격 제어 수신 신호(1)로부터 제어 신호(2, 3, 4)를 유도한다.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의 필터링에 의해,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위해 의도된 신호를 필터링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를 위해 의도된 제

어 신호만이 특정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로 보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원격 제어(20)로부터 보내진 원격 제어 신호

(1)는 예컨대,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에서, 하나 초과의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를 위해 의도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에서 발생하는 필터링은 물론 관련된 필터링된 제어 신호가 관련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로 보

내지도록 이것을 고려한다. 도면에서, 제어 신호(2)는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를 위해 의도되고 이 디바이스에 송신

되며, 제어 신호(3)는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2)를 위해 의도되고 이 디바이스에 송신되며, 제어 신호(4)는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N)를 위해 의도되고 이 디바이스에 송신된다. 필터링은 원격 제어 코드 세트를 기초로 해서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가 RC5 또는 RC6 신호만을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특정 디바이스(예컨대, DVD 플레이어)만을 위한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의 번역에 의해,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로부터 네트

워크화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로 송신된 제어 신호(2, 3, 4)를 의미론적으로 더 풍부하게 할 수 있

게. 따라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는 제어 신호(2, 3, 4)를 의미론적으로 풍분한 신호로서 수신할 수

있다(예컨대, "0x0C" 대신에 "대기"를 수신할 수 있다).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1)의 필터링 및/또는 번역과 관련된 필터링 규칙 및/또는 번역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구성 인터페이스(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에서 구현

된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는 하나 이상의 디폴트 필터링

규칙 세트 및/또는 하나 이상의 디폴트 번역 규칙 세트를 포함한다. 이 디폴트 규칙은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의 구성

인터페이스에 의해 선택 및/또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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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면에 컴퓨터 서버(60) 예컨대, 웹 서버가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서버(60)에 액세스

하기 위한 수단(50)을 통해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수단(50)은 원격 컴퓨터 서버로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 이를테면 예컨대, 모뎀, ADSL, HDLS, RADSL, VDSL 또는 ISDN 연결일 수 있다.

서버(60) 상에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을 포함하는 문서(예컨대, XML 문서)가 저장될 수 있다.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

칙을 포함하는 문서의 URI(Universal Resource identifier)는 필터링 및/또는 번역 규칙에 액세스하기 위해 원격 제어 수

신기 디바이스(100)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30)는 유리하게는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플러깅되도록 그리고 네트워크 내의 기타 디바이스의 존

재에 대해 자동으로 알도록 인터넷 및 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UPnP(Universal Plug and Play)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10)는 또한 네트워크(30) 내에서 연결되도록 배열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CED1, CED2, CEDN) 중 하나에 통합될 수 있다.

청구항에서, 괄호 안에 위치된 임의의 참조 부호는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

다. "포함하는" 이라는 단어는 청구항에 나열된 요소 또는 단계 이외의 요소 또는 단계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단수 요

소는 복수의 그러한 요소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더욱이, 일정 수단이 상호 상이한 종속항에 언급된다는 단순한 사실

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들 수단의 조합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원격 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송신된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하도록 배열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에 이용가능

하다. 본 발명은 또한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에서 원격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이용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발

명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화된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및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에 이용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제어 수신기 디바이스와 소비자 가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개략적인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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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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