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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보안 경보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보안 경보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관한 블럭선도.

제2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사용된 송수신기의 구조도.

제3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서 사용된 중계기와 보안제어기의 구조도.

제4도는 제1도의 보안 경보 시스템동작의 ˝감시개시˝ 모드의 플로우챠트.

제5도는 제1도의 보안 경보 시스템 동작의 비상상태 검출 플로우챠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센서                                     2 : 송수신기

3, 4 : 안테나                              5 : 중계기

6 : 보안 제어기                           7 : 중앙 스텐이션

8 : 전송 라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불법적인 칩입,  침입자에 의한 재산의 파괴 또는 제게,  화재,  장비 파손과 같은 비상상태
를  소정의  보호  영역내에서  검출된  신호를  상기  보호  영역에서  중앙  스테이션으로  전송하는  보안 경
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본  공개  실용신안공고  제57-123594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종래의  보안경보  시스템은  소정의  보호 
영역에서  비상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다수의  센서와  센서의  비상상태  데이타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수단과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해  전기신호를  중앙  스테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한  보안  제어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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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다.

그러나,  유선  전송에서의  전선  사용은  센서와  보안  제어기  사이의  복잡한  전선  작업을  필요로  하고 
불확실하여,  종합적인  시스템이  더  비싸게  되고  무선전송보다  설치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   또한, 
전선작업은 설치 영역의 미적 감각을 떨어뜨린다.

반면에,  무선  전송의  사용은  상기  점에서  보면  전선  사용보다  더  좋으나,  센서로부터  1방향으로 신
호전송이 되도록 시스템의 설계되므로 불확실하다. 

즉,  센서  또는  전선으로  센서에  접속되고  센서로부터  신호가  전송되는  다른  전송기가  침입자에  의해 
파괴  또는  제거되거나  파손될  경우,  보안  제어기가  비상  상태인  경우를  정상  상태로  표시할  수 
있다.

센서로  부터  보안  제어기로  신호를  연속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도  있으나  전력  소비가 상당
히 크게 된다.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침입자가 시스템 장비를 파괴 또는 제거하고 시스템 장비를 파손하는 것을 검
출하여  소정의  보호  영역을  모니터하는  데  있어서  높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무선전송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안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정의  보호  영역을  높은  신뢰도로  모니터하고  배터리  소비를  줄여서 동작시
킬 수 있는 무선 전송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안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보안  경보기는,  소정의  보호  영역내의  비상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다수의  센서, 
비상  상태  데이타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무선으로  전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송수신기, 송수신기
로부터  전기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중계기  및  신호를  수신하고  ˝감시  개시˝와 
˝감시  해제˝와  같은  보호  모드를  설정하며  전화  회선,  전용  회선  또는  무선을  포함하는 전송라인
을 사용하여 비상상태데이타와 보호 모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보안 제어기를 구비한다.

이하,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은 시스템의 각  센서 부근에 송수신기를 공급하는데 그  기초를 둔다.   센서가 비상상태를 검
출할때,  송수신기는  무선으로  중계기를  거쳐  보안  제어기로  신호를  전송하기  전에  중계기를  거쳐 송
수신기로 감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쌍방향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는 비상사태를 검
출할 수 있으며 침입자가 장비를 파괴 또는 제거하고 파손하는 것도 감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송수신기의  회로는  보통  펄스  발진기로  부터  발생하는  동안에도  통상  충분하게  활성화 되
므로  배터리  소비가  절약된다.  따라서  송수신기는  보안제어기로부터  보호  모드  신호를  전송하기 전
에  센서로부터의  신호  또는  감시  신호로부터의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시간  동안만  정격  전압을 가
지는 소정의 전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제어될 수 있다.

제1도에  관하여,  본  발명의  보안  경보  시스템은  소정의  보호  영역내의  비상  상태를  검출하기  위해 
화재센서와  침입  검출기를  내장하는  다수의  센서(1),  센서(1)  가까이에  공급되며  비상  상태 데이타
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안테나(3)를  거쳐  무선에  의해  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송수신기(2), 안테
나(4)를  거쳐  송수신기(2)로  부터  전기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중계기(5), 중계
기(5)의  측면에  공급되며  중계기(5)로  부터  전기  신호를  수신하여  ˝감시  개시˝  ˝감시  해제˝ ˝
현재  상태  확인˝과  같은  보호  모드를  설정하고  전화  회선을  내장하는  전송  라인(8),  전용  라인 또
는  무선을  사용하여  비상  상태  데이타와  보호  모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보안  제어기(6)를 구비한
다.   또  상기 보안 경보 시스템은 중앙 스테이션(7)에  접속되어,  전송 라인(8)을  거쳐 상기 또는 다
른  보안  제어기(6)로  부터의  데이타에  의거하여  소정의  보호  영역을  감독하기  위한  비상상태  데이타 
또는 보호 모드 신호를 수신한다.

제2도에  관하여,  본  발명의  보안  경보  시스템에  사용된  송수신기(2)는  내장된  센서(1)와 검출기(A∼
D)로부터  비상상태  데이타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부(21),  전원(25)으로  부터  인가된  전압의  비율과 
기간을  제어하기  위한  제1제어부(22)와,  비상  상태의  데이타와  정성  데이타를  코드화된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코드화된  전기  신호를  안테나(3)를  거쳐  중계기(5)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부(23)와,  보호 
모드  신호를  전송하기  전에  코드  감시  신호  중계기(5)로부터  전송된  보호  모드와  확인  신호를 수신
하고  복조하기  위한  부분(24)과,  단기간에  비상  상태의  데이타와,  정상  데이타를  기억하기  위해 배
터리(25)를 사용하는 메모리(250)를 구비한다.

검출부(21)는  수은  스위치  또는  납형  스위치를  가지고  침입자에  의한  송수신기의  제거를  검출하기 
위한  제거  검출기(A),  침입자에  의한  송수신기(2)  파괴를  검출하기  위해  송수신기내에  공급된 전선
을  갖춘  파괴  검출기(B),  송수신기(2)의  커버를  개방하고  단락하므로써  개방하고  단락하는  탬퍼 스
위치를 가지는 커버 검출기(C), 전원의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전압 검출기(D)를 구비한다.

검출부(21)는  제거  검출기(A)로  부터  전송된  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제거  검출회로(RDC)(211), 파괴
검출기(B)와  커버  검출기(C)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커버  검출  회로(CDC)(212),  전원의 
전압을  감시하기  위한  전압  강하  감시  회로(VDWC)(213),  침입 검출기(E1 )에  대한  접점과  화재 감시

기(E2 )에  대한  접점을  내장하는  센서(1)로  부터  전송된  신호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제1과 제2회로

(VWFC,  VWSC)(214)(215)를  포함하는  전압  감시  회로(230)를  구비한다.   제1제어부(22)는 수신부(2
4)를  거친  감시신호를  다른  신호와  식별하기  위한  식별회로(DC)(221),  검출부(21)로  부터  전송된 신
호에  의거하여  계전기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로(CC),  계전기(PR)를  제어하기  위한  수신  제어 
회로(RCC)(223),  계전기(RT)를  제어하기  위한  전송  제어  회로(TCC)(224), 계전기(RS1 )를  제어하기 

위한 검출 제어회로(DCC)(225)를 구비한다.

제3도에서  본  발명의  경보  시스템에  사용된  중계기(5)와  보안  제어기(6)가  더  상세히도시된다.   중
계기(5)는  코드화된  감시  신호,  보호  모드  신호와  확인  신호를  안테나(4)를  거쳐  송수신기(2)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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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부(51)와,  코드화된  비상  상태의  데이타  또는  정상  데이타를  수신하여 전
기  신호로  디코드하기  위한  수신부(52)와,  단기간  동안  데이타를  기억하기  위한  버퍼부(53)를 구비
한다.

보안  제어기(6)는  감시  신호,  보호모드  신호와  확인  신호를  중계기(5)로  전송하기  위한  제2 제어부
(61)와,  음극선관,  액정 장치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여 중계기(5)로  부터 전송된 다른 모드 및  비상 
상태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62)와,  ˝감시  개시˝,  ˝감시  해제˝  모드와  ˝현재  상태 확
인˝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모드 설정부(63)  및  전송 라인(8)을  사용하여 비상 상태 데이타 또는 보
호 모드 신호를 중앙 스테이션(7)으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부(64)를 구비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보안 경보 시스템의 동작이 설명된다.

제4도는  보안  경보  시스템의  동작에  있어서  ˝감시  개시˝  모드의  플로우챠트이다.   보안 제어기
(6)의  모드  설정부(63)는  ˝감시  개시˝  모드를  나타내는  ˝세트˝  위치로  먼저  선택된다.   제2제어
부(61)는  보호  모드  신호로서  ˝세트˝  모드를  검출하고,  보호  모드  신호가  제2제어부(61)로  부터 
중계기(5)의 전송부(51)까지 전송되기전 수초 동안 중계기(5)의 전송부(51)로 감시 신호를 
전송한다.   전송부(51)는  감시  신호를  코드  신호로  변환하며  코드  신호를  안테나(4)를  거쳐 송수신
기(2)로 전송한다.

수신부(24)는  제1제어부(22)로  부터  펄스전압(약  10m/sec펄스폭)이  인가되는  동안만  코드화된 신호
를 수신한다.

펄스  전압의  펄스  주기가  감시  신호가  기간보다  더  짧게  설정되므로,  감시  신호는  항상 수신부(24)
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코드화된  신호는  수신부(24)에  의해  디코드되며  제1제어부(22)로 전송된
다.

제1제어부(22)의  식별회로(221)는  감시  신호를  식별한다.   식별회로(221)로  부터의  신호에  의거하여 
제어회로(222)는  약  15초  동안  계전기(RR)를  폐쇄할  것을  수신  제어회로(223)에  명령한다. 수신부
(24)는  약  15초  동안  계전기  (RR)의  접점(rr)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충분히  활성화되어  수신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감시  신호가  보안  제어기(6)로  부터  전송된후,  제2제어부(61)는  보호  모드  신호로서  ˝세트˝ 신호
를  중계기(5)의  전송부(51)로  전송한다.   세트  신호는  사용자  코드,  송수신기  코드와  세트  코드를 
포함한다.

전송부(51)는  코드  세트  신호가  안테나(4)를  거쳐  송수신기로  전송되게  한다.   이때  세트  신호는  약 
100m/sec  동안  전송된다.   송수신기(2)의  수신부(24)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세트  신호를 수
신할  수  있다.   제1제어부(22)의  식별회로(221)는  데이타의  종류(보호  모드의  종류)와 송수신기(2)
에  지정된  고유코드를  식별한다.   식별회로(221)가  송수신기에  인가된  고유  코드로서의  세트  신호를 
식별할 때, 제어회로 (222)는 세트 신호를 제1제어회로(226)를 감시하는 전압에 인가한다.

전압  감시  제1제어회로(226)는  그  다음  명령이  수신될때까지  고레벨  신호를  NAND  게이트(227)의  한 
입력으로  전송한다.   ˝감시  해제˝  모드  또는  ˝현재  상태  확인˝  모드의  경우,  전압  감시  제1 제
어회로(226)는  저레벨  신호를  NAND  게이트(227)의  한  입력으로  전송한다.   NAND  게이트(227)의  다른 
입력은 펄스 발진기(OSC)로  부터의 감신 신호의 기간보다 더  짧은 펄스 주기를 갖는 고레벨 펄스 신
호(약  10m/sec  펄스폭)로  인가  된다.  따라서  NAND  게이트(227)의  두  입력은  고레벨이  되고,  출력은 
저레벨이 되어 NAND 게이트(227)의 출력에 접속된 계전기(RS2)가 동작한다.

계전기(RS2 )의 접점(rS2 )이  폐쇄될때,  검출부(21)는  활성화되며  전압  제1회로  (214)는  센서 접점(E

1 )의  상태를  검출한다. 계전기(RS1 )는  검출  제어회로(225)와  전압  감시  제2제어회로(228)로  부터 전

송되는  신호에  의거하여  펄스  발진기(OSC)로  부터  전송된  펄스에  따라  동작한다.   계전기(RS1 )의 접

점(rS1 )이  폐쇄될때,  검출부(21)의  전  회로가  활성화되므로  전압  감시  제2회로(215)는  화재  검출, 

가스  누출검출과  같은  24시간  감시로서  센서 접점(E2 )의  상태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제거 검출

회로(211),  커버  검출회로(212)와  전압  강하  감시회로(213)를  내장하는  검출회로(240)는  제거 검출
기(A), 파괴 검출기(B), 커버검출기(C)와 전압 검출기(D)의 상태를 검출할 수 있다.

검출기(A)(B)(C)(D)(E1 )  및 (E2 )로  부터  검출된  신호는  전압  감시  회로  (230)와  검출회로(240)에 의

해  디지탈  신호로  변환되고  제1제어부(22)로  전송된다.   제1  제어부(22)의  제어회로(222)는  이러한 
디지탈신호에  의거하여  비상상태  데이타  또는  정상  데이타를  식별한다.   메모리부(250)는  정상 데이
타  또는  ˝화재˝,  ˝침입자˝,  ˝가스누출˝,  ˝비상˝,  ˝파손˝˝,  ˝전압  강하˝,  ˝제거˝와 
˝파괴˝와  같은  비상  상태  데이타를  기억한다.   또,  제어회로(222)는  상기  데이타와  고유코드를 전
송부(23)와  전송  제어회로(224)로  전송하며,  계전기(RT)의  접촉부(rt)는  전송  제어회로(224)로  부터 
전송된 신호에 의해 수백 m/sec동안 폐쇄된다.

계전기(RT)의  접촉부(rt)가  폐쇄될때,  제어회로(222)는  송수신기의  고유  코드와  사용자  코드를 포함
하는  송수신기(2)의  현재  상태  데이타를  전송부(23)로  전송한다.   전송부(23)는  송수신기(2)의 데이
타를  안테나(3)를  거쳐  중계기(5)로  전송한다.   중계기(5)의  수신부(52)는  송수신기(2)로  부터 전송
된  데이타를  수신하고,  데이타는  버퍼부(53)에  기억된다.  보안  제어기(6)의  제2제어부(61)는  순차 
방법을  사용하여  1sec  간격으로  버퍼부(53)에  기억된  데이타를  판독한다.   보안  제어기(6)는,  약 10
초내에  보안  제어기(6)로  부터  전송된  감시  신호를  감시한후,  소정의  보호  영역내에  공급된  전체 송
수신기가 현재 상태의 데이타를 전송하는지 않는지를 감시한다.

만약   임의의  송수신기가  신호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보안  제어기(6)는  상기  동작을  다시하고  고유 
코드에  의거한  문제의  송수신기의  위치를  찾는다.   표시부(62)는  표시  장치에  있는  문제의 송수신기
의  위치를  표시하고  마크  또는  문자와  음향으로  ˝사고˝를  표시한다.   이  비상상태  데이타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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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64)로  부터  전송  라인(8)에  의해  중앙  스테이션(7)으로  전송된다.   제2제어부(61)는  다시  사용자 
코드,  송수신기  코드와  수신  신호를  포함하는  확인  신호를  중계기(5)를  거쳐  송수신기(2)로 전송한
다.  제1 제어부(22)는 약 100 동안 확인 신호를 식별하고 메모리(250)에 기억된 데이타를 
제거한다. 

제5도는 본 발명에 의한 보안 경보 시스템 동작에 있어서의 비상 상태 검출의 플로우챠트이다.

예를들어,  송수신기가  침입자에  의해  제거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검출부(21)의  제거  검출부(A)의 
접점은  통상  폐쇄되어  있다.   그러나,  송수신기(2)가  침입자에  의해  제거될때면  접점은  개방된다.   
계전기(RS1 )의 접점(rs1 )이  펄스  발진기(OSC)에  응답하여  폐쇄될  경우,  제거  검출기(A)의  접점이 개

방되므로,  ˝0˝신호가  제거  검출회로(211)의  출력으로  부터  제1제어부(22)의  제어회로(222)로 전송
된다.   제어회로(222)가  ˝0˝  신호를  수신할때,  제어회로는  ˝0˝  신호를  전송  제어회로(224)로 전
송하고,  동시에  계전기(RT)는  소정의  기간,  예로서,  수백  m/sec동안  폐쇄되며  제어회로(222)는 송수
신기  코드,  사용자  코드와  비상상태  데이타를  전송부(23)로  전송하여  전송부(23)는  데이타를 안테나
(3)를  거쳐  중계기(5)로  전송한다.   중계기(5)의  수신부(52)에서  수신된  데이타는  수신부(52)에 의
해  동시에  디코더되며  버퍼부(53)에  의해  기억된다.   보안  제어기(6)의  제2  제어부(61)는  순차 방법
을  사용하여  항상  1초  간격으로  버퍼부(53)에  기억된  데이타를  판독하며  송수신기  코드와  사용자 코
드를 항상 감시한다.   송수신기 코드와 사용자 코드가 이  보안 경보 시스템에 지정된 코드로서 확인
된  후,  제거에  관한  비상  데이타가도표나  문제를  사용한  표시부(62)에  표시되거나  음성으로 방송된
다.   동시에,  제거에  관한  비상상태  데이타는  전송  라인(8)를  거쳐  중앙  스테이션(7)으로  전송된다.   
송수신기의 파괴등과 같은 다른 비상 상태에 대한 동작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감시  해제˝와  ˝현재  상태  확인˝과  같은  다른  모드의  동작도  제4도에  의한  상기와  동일한 방법
으로  수행된다.   비록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로  기술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상기에도  여러가지 수
정과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중계기(5)와  보안  제어기(6)는  단일  유니트로  결합될  수  있으며,  다수의  중계기는  큰 보
호영역에  사용될  수  있고,  신호  전송은  송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에서  초음파  또는  적외선을  통해 수
행될  수  있으며,  보안  제어기(6)는  사용자가  선택함에  따라  전송  라인(8)없이  중앙  스테이션으로 전
송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상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다수의  센서와,  상기  센서에  접속되며  배터리  전원을  가진  보호 영역에
서의  송수신기와,  무선을  통해  송수신기와  관련된  중계기와,  상기  중계기에  접속된  보안제어기를 구
비하여,  소정의  보호  영역에서의  비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보안  경보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펄
스  전압이  통상의  상태하에서는  상기  송수신기의  소정의  회로에  인가되며,  상기  펄스  전압의 주기보
다 더 긴 주기를 가진 소정의 전압이 중계기를 통해 보안 제어기로부터 전송된 보호 모드 신호를 전
송하기  전에  감시  신호에  응답하여  송수신기의  수신부에  인가되며,  펄스  전압보다  더  긴  주기를 갖
는  소정의  전압이  비상  상태시  센서로  부터  전송된  비상  상태  신호에  응답하거나  또는  중계기를 통
해  보안  제어기로부터  전송된  보호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송수신기의  전송부에  인가되는  방식으로 
보호  영역에  대한  상기  송수신기의  전원이  제어되며,  상기  중걔기는  상기  송수신기로  부터  전송되는 
비상상태  데이타  및  정상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며,  상기  보안  제어기는  상기  중계기에  기억된 
상기  데이타를  판독하여  비상  상태  데이타인지  정상  데이타인지를  식별하며,  식별에  의한  비상  상태 
데이타 및 보호 모드 신호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경보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신호  전송이  송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에서  교체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경보 시스템.

청구항 3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신호  전송이  송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에서  전자기파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보안 경보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신호  전송이  송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에서  초음파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경보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신호  전송이  송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에서  적외선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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