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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셋톱 박스(set-top box)를 포함하는 복수의 전자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입력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이 입력 장치는,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1 조작 키 부;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2 조작 키 부; 하나 이상의 제어 키를 포함하

는 제어 키 부;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제어 키

부의 어떠한 제어 키도 조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고, 제어 키 부의 임의의 제어 키가 조작된 상태에서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는 제어부; 및 그 제어부에 의해 발생된 조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

송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몇몇 주변 장치들과 관련하여 본 발명을 이용한 IR 키보드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IR 키보드의 전형적인 구성도.

등록특허 10-0494602

- 1 -



  도 3은 도 2의 IR 키보드(1)의 AV 펑션 키가 눌린 경우 IR 키보드(1)의 동작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을 이용한 다른 IR 키보드의 전형적인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을 이용한 또 다른 IR 키보드의 전형적인 구성도.

  도 6은 도 5의 IR 키보드의 커서 키가 눌린 경우 IR 키보드의 동작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을 이용한 또 다른 IR 키보드의 전형적인 구성도.

  도 8은 도 7의 IR 키보드의 키보드 커버가 열린 상태의 사시도.

  도 9a 내지 9d는 도 7의 IR 키보드의 키보드 커버가 회전하여 열리는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들.

  도 10은 도 7의 IR 키보드의 동작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은 이용한 또 다른 IR 키보드의 전형적인 구성도.

  도 12는 본 발명의 IR 키보드의 회로 블록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IR 키보드의 키 부의 입력 키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키 코드들을 보여주는 표.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사용되는 패킷의 전형적인 데이터 구조를 보여주는 개념도.

  도 15의 (a) 내지 15의 (c)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영역을 구성하는 데이터 블록들을 도시하는 개념

도.

  도 16의 (a) 및 16의 (b)는 본 발명의 키보드 상의 입력 키가 조작될 때 전송되는 신호의 전형적인 데이터 구조를 도시하

는 개념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21, 31, 40, 50 : IR 키보드

  2, 5a 내지 8a, 55 : 수광부

  3 : 셋톱 박스(set-top box)

  4 : 전화 회선

  5 : 모니터 장치

  6 :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

  7 : 튜너

  8 : 에어 컨디셔너

  11 : 발광부

  12 : 키 부

  13 : AV 펑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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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A, 14B : AV 전용 키

  15 : 프린트 부

  22, 32, 43 : AV 제어 키

  33 : 커서 제어 키

  41, 51 : 키보드 몸체

  42, 52 : 키보드 커버

  53 : 액정 디스플레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의 전자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쌍방향 케이블 시스템, 및 소위 전자 메일(E-mail) 및 광역 정보 시스템(World Wide Web(www))을 포함한 컴

퓨터를 이용한 상업 네트워크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그런 네트워크들의 이용은 더 이상 탁상 컴퓨터에 국한되지 않으

며, 가정의 거실 내의 시청각(AV)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전자 장치들에도 급속하게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화 회선

을 통한 컴퓨터 통신을 위한 인터네트 등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 장치들은 텔레비전 모니터 장치와 접속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인터네트에 접속된 단말기에 의해, 모니터는 텍스트 정보, 그래픽 및 아이콘들을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런 단말 장치의 제어 및 그 텍스트 입력은 케이블을 통하여 단말기에 접속된 키보드에 의해 실행된다. 근래

에 개발된 몇몇 키보드들은 키보드 조작에 의해 발생된 정보를 적외선 신호를 이용한 무선 방식으로 접속 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다(IR(infrared ray).

  현재, AV 장치들은 그들 각자의 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된다. 만일 전용 컨트롤러에 의해 각각 제어되는 복수의 AV 장치들

에 전술한 타입의 키보드 제어 단말 장치가 접속되는 경우, 유저(user)는 다수의 컨트롤러들과 키보드를 모두 조작해야 한

다. 그런 경우에 수반되는 조작들은 복잡하고 성취하기 곤란하다.

  오늘날의 많은 AV 장치들에는 예를 들면 접속 모니터 상에 그래픽들이 표시될 수 있게 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구비되

어 있다. 그런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래픽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AV 장치는 전용 컨트롤러에 의해 조작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관련 기술의 상기의 단점 및 기타 단점들을 해소하여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

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한 국면에 따르면,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1 조작 키 부;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2

조작 키 부; 적어도 하나의 제어 키를 포함하는 제어 키 부;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

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제어 키 부의 어떠한 제어 키도 조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고, 제어 키 부의 임의의 제어 키가 조작된 상태에서 제

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는 제어 수단; 및 제어 수단

에 의해 발생된 조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입력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입력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조작 키를 포함하는 제3 조작 키 부를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어 수단

은 제어 키 부의 임의의 제어 키가 조작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

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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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바람직한 구성에서, 전송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조작 정보를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에 따르면,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1 조작 키 부; 제1 조작 키 부와 별도로 제공된 복수의 조

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2 조작 키 부;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는 제어 수

단; 및 제어 수단에 의해 발생된 조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입력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입력 장치의 전송 수단은 조작 정보를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1 조작 키 부; 제1 조작 키 부와 별도로 제공된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2 조작 키 부; 커서를 움직이기 위한 커서 조작 키들;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고, 커서 조작 키들 중의 임의의 커서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및 제2 전자 장치들에 대

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는 제어 수단; 및 제어 수단에 의해 발생된 조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입력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입력 장치의 제어 수단은 커서 조작 키들 중의 임의의 커서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 및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시분할 방식으로 교대로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구성에 의해, 전송 장

치는, 바람직하게는, 조작 정보를 적외선 신호로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베이스; 베이스 상에 형성된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1 조작 키 부; 베이스에 대

해 움직일 수 있게 부착된 커버 부로서, 제1 위치에 세트되는 경우 제1 조작 키 부를 덮고, 제2 위치에 세트되는 경우 제1

조작 키 부를 노출하고 베이스 하부에 배치되는 커버 부;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고 커버 부가 제1 위치에 세트되는 경

우 노출되도록 커버 부에 부착된 제2 조작 키 부;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

키는 제어 수단; 및 제어 수단에 의해 발생된 조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입력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입력 장치는 커버 부가 제1 위치에 세트되었는지 또는 제2 위치에 세트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위치 판

정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커버 부가 제1 위치에 세트되었다고 위치 판정 수단이 판정한 경우, 제어 수단은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것에 응답하여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직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것에 응답하여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며, 커버 부가 제2 위치에 세트되었다고 위치 판정 수단이 판정한

경우, 제어 수단은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것에 응답하여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직 제1 조

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것에 응답하여 조작 정보를 발생시킨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입력 장치의 전송 수단은 베이스의 일단에 부착될 수 있고, 커버부는 베이스의 타단측을 축으로 회전

할 수 있게 장착될 수 있다. 이 구성에 의해, 전송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조작 정보를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입력 장치는 제1 전자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1 조작 키 부, 제2 전자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2 및 제3 조작

키 부, 및/또는 제1 및 제2 전자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커서 조작 키들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 수단은 제1 및 제2 전자 장

치들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정보를 그 장치들로 전송한다.

  이하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면 전술한 것들을 포함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이 보다 명

백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몇몇 주변 장치들과 함께 본 발명을 이용한 입력 장치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에서, 입력 장치로서 작용하는 IR

키보드(1)는 후술할 복수의 입력 키들을 포함하는 키 부(12)를 포함한다. 키 부(12) 상의 조작 키들은 키 조작 정보를 생성

한다. 정보는 키보드의 발광부(11)로부터 셋톱 박스(set-top box, 3), 제1 전자 장치의 수광부(2)로 적외선 신호로서 송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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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키보드(1)의 키 부(12) 상의 조작 키들은 또한 전자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 정보를 발생시킨다. 제어될 장치들

에는, 모니터 장치(5)(제2 전자 장치),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6) 및 튜너(7) 등의 시청각(AV) 기기는 물론, 에어 컨

디셔너(8)가 포함된다. 명령 정보는 발광부(11)로부터 각각의 장치들로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된다. 전자 장치들(5 내지 8)

에는 적외선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수광부들(5a 내지 8a)이 각각 구비된다.

  수광부(2)는 IR 키보드(1)로부터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디코드하여, IR 키보드(1) 상에서 수행된 키 조

작들을 반영하는 키 조작 정보를 셋톱 박스(3)에 공급한다. 이 예에서, 수광부(2)는 셋톱 박스(3)와 별도로 제공된다. 또는,

수광부(2)는 셋톱 박스(3)에 내장될 수도 있다.

  셋톱 박스(3)는 전화 회선(4)을 통하여 (E-mail, WWW 등을 핸들링하는) 상업 네트워크 또는 전자 통신을 위한 인터네

트에 접속된 단말기일 수 있다. 셋톱 박스(3)는 또는 위성 방송 및 케이블 텔레비전 전송을 수신하는 수신기일 수도 있다.

셋톱 박스(3)는 또한 CD-ROM, Video-CD, Photo-CD, CD-DA(digital audio), DVD 및 CD-Plus 등의 디스크 매체를 재

생할 수 있는 범용 디스크 플레이어일 수도 있다. 셋톱 박스(3)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가 구비되어, 그래픽 또

는 아이콘들을 모니터 장치(5)에 출력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셋톱 박스(3)가 인터네트를 통하여 통신할 수 있는 경우, 셋톱 박스(3)에는 인터네트에 접속된 서버들(도시되

지 않음)로부터 전자 메일 및 전자 신문뿐만 아니라 WWW를 통한 브라우징 및 소위 일렉트로닉 카머스(electronic

commerce)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이들 서비스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들은 모니터 장치(5) 상에 표시된다.

유저는, 모니터 장치(5) 상의 화면을 보면서, IR 키보드(1)를 조작하여 셋톱 박스(3)를 제어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을 이용한 도 1의 IR 키보드(1)의 평면도 및 측면도로서, 측면도는 키보드의 배면(背面)을 도시하고 있다.

도 2의 도시된 바와 같이, IR 키보드(1)는 복수의 입력 키들이 제공된 키 부(12)를 그 위에 구비하고 있다. 적외선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발광부(11)는 IR 키보드(1)의 배면에 제공되어 있다.

  키 부(12)는 예를 들면 문자, 숫자 및 기호들을 포함한 키 조작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복수의 입력 키들을 구비하고 있다.

임의의 입력 키가 조작되면, 컨트롤러(도시되지 않음)가 그 키 조작을 대표하는 키 조작 정보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정보는

발광부(11)로부터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된다.

  키 부(12)는, 문자, 숫자 및 기호 입력을 위한 입력 키들 외에, AV 펑션 키(13) 및 2개의 AV 전용 키들(14A, 14B)을 포함

한다. AV 펑션 키(13)가 조작되면, 키 부(12) 상의 입력 키들 중의 일부는 예를 들면 AV 장치들(5 내지 7)을 향한 명렬 정

보를 입력하기 위한 AV 키들(16)로서 작용하게 된다. AV 키들(16)은 예를 들면 키 부(12)에서 프린트 부(15)에 가장 가까

운 키 열에 있는 입력 키들에 할당될 수 있다(빗금 친 키들). AV 펑션 키(13)이 눌린 상태에서, AV 키들(16) 중의 임의의

키를 조작하면 컨트롤러(도시되지 않음)는 그 키 조작을 대표하는 명령 정보를 발생시키게 된다. 발생된 정보는 발광부

(11)로부터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된다.

  AV 키들(16)의 우측에 배치된 2개의 AV 전용 키들(14A, 14B)은 AV 펑션 키와 함께 조작될 필요가 없다. 그 키(14A 또

는 14B)를 단독으로 조작해도 명령 정보가 AV 장치들(5 내지 7)에 입력될 수 있다. AV 전용 키들(14A, 14B)은 도 1에 도

시된 AV 장치들(5 내지 7)에 자주 사용되는 명령들에 할당된다. 예를 들면, AV 전용 키(14A)는 셋톱 박스(3)에 대한 전원

온/오프 명령을 입력하는 입력 키로서 작용하고, AV 전용 키(14B)는 모니터 장치(5)에 대한 전원 온/오프 명령을 입력하

는 입력 키로서 작용한다.

  패널 상의 AV 키들(16) 및 AV 전용 키들(14A, 14B)의 바로 위에는 프린트된 명령들을 보여주는 프린트 부가 있다. 도 2

의 IR 키보드(1)에서는, AV 키들(16)뿐만 아니라 AV 전용 키들(14A, 14B)이 모니터 장치(5) 및 VTR(6)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들에 할당되어 있다. 이 경우, 프린트 부(15)에는 도시된 바와 같이 모니터 장치(5) 및 VTR(6)을 위한 명령들이 그 위

에 프린트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이용한 IR 키보드(1)에서, 키 부(12)는 AV 펑션 키(13), AV 전용 키들(14A, 14B), 및 복수

의 AV 키들(16)을 포함한다. 임의의 AV 키(16)가 AV 펑션 키(13)와 함께 조작되면, 그 키는 AV 장치들(5 내지 7)을 위한

명령을 입력하는 입력 키로서 작용한다. 임의의 AV 키(16)가 AV 펑션 키(13)와 공동으로 조작되거나 또는 AV 전용 키

(14A 또는 14B)가 단독으로 조작되면, 발광부(11)는 AV 장치들(5 내지 7)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 정보를 대표하는 적외선

신호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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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부(12) 상의 입력 키들이 조작되면, IR 키보드(1)는 셋톱 박스(3)에 키 조작 정보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AV

장치들(5 내지 7)에 명령 정보를 전송한다.

  즉,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셋톱 박스(3)와 AV 장치들(5 내지 7)을 접속함으로써 구성되는 AV 시스템에서, 본 발명을

이용한 IR 키보드(1)는 셋톱 박스(3)와 AV 장치들(5 내지 7) 모두를 제어할 수 있다. 이 구성에 의하면 유저가 AV 장치들

(5 내지 7)을 위한 각종 리모트 컨트롤러를 조작하는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IR 키보드(1)는 단독으로 조작

되어 AV 시스템을 구성하는 셋톱 박스(3) 및 AV 장치들(5 내지 7)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AV 키들(16) 및 AV 전용 키들(14A, 14B)이 키 부(12)에서 프린트 부(15)에 가장 가까운 키 열에 제공된다고 하는 것은,

AV 키들(16) 및 AV 전용 키들(14A, 14B)을 위한 명령들이 위에 프린트되어 있는 프린트 부(15)가 패널 상의 입력 키들에

가까이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로 이용 가능한 기능들을 대표하는 다수의 문자들을 이미 지니고 있는 입력

키들에 추가 기명을 부가하지 않고서 명령들을 패널 상에 프린트할 수 있다. 유저는, 그렇게 배열된 키 부(12)에서, 입력 키

들 상에 새겨진 기존의 명령들 및 새로 부가된 명령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을 이용한 IR 키보드(1)는 예를 들면 AV 장치들(5 내지 7)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 기능의 부가를 포함하는

전기적인 변화를 겪기만 하면 된다. 그 형상 및 입력 키 배열을 포함하는 IR 키보드의 기계적 구조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이는 본 발명이 저비용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 부(12)에 할당된 AV 키들(16)은, AV 펑션 키(13)과 공동으로 조작되는 경우에만, AV 장치들(5 내지 7)로 명령들을

입력하는 입력 키로서 작용한다. 이는 IR 키보드(1)가 부주의로 AV 장치들(5 내지 7)에 명령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방지한

다.

  이하, 도 3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상술한 IR 키보드(1) 상의 AV 펑션 키(13)가 눌린 경우에 컨트롤러가 어떻게 동작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키 부(12) 상의 AV 펑션 키(13)를 누르면 컨트롤러는 스텝 S001으로 진입한다. 스텝 S001에서는,

AV 펑션 키(13)가 풀려 있는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일 스텝 S001에서 AV 펑션 키(13)가 눌려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스텝

S002로 진행한다.

  스텝 S002에서는, 키 부(12) 상에서 AV 펑션 키 이외의 입력 키가 눌려 있는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일 다른 입력 키가 눌

려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스텝 S003으로 진행한다. 만일 스텝 다른 입력 키가 눌려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다시 스텝

S001으로 진행하여 거기로부터 스텝들이 반복된다.

  스텝 S003에서는, 스텝 S002에서 눌려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입력 키가 AV 키(16)인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일 조작된 키

가 AV 키(16)로 판명되면, 스텝 S004로 진행한다. 만일 스텝 S002에서 눌려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입력 키가 AV 키(16)가

아니면, 다시 스텝 S001로 진행하여 거기로부터 스텝들이 반복된다.

  스텝 S004에서는, 컨트롤러가 스텝 S003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 AV 키(16)에 대응하는 명령 정보를 발생시키고 발

생된 정보를 발광부(11)로부터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한다. 명령 정보의 전송 후에, 다시 스텝 S001로 진행하여 거기로부

터 스텝들이 반복된다. 이 프로세스는 스텝 S001에서 AV 펑션 키가 풀려 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계속된다.

  도 4는 본 발명을 이용한 다른 IR 키보드의 평면도와 측면도의 조합으로, 측면도는 키보드의 배면을 도시하고 있다. 도 4

에서, IR 키보드(21)는 복수의 입력 키들이 그 위에 제공된 키 부(12) 및 키 부(12)와 별도로 제공된 AV 제어 키들(22)을

포함한다. IR 키보드(21)의 배면에는 발광부(11)가 제공되어 있다.

  키 부(12)는 예를 들면 문자, 숫자 및 기호들을 포함한 키 조작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복수의 입력 키들을 구비하고 있다.

임의의 입력 키가 조작되면, 컨트롤러(도시되지 않음)는 그 키 조작을 대표하는 키 조작 정보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정보는

발광부(11)로부터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된다.

  AV 제어 키들(22)은 예를 들면 AV 장치들(5 내지 7)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복수의 입력 키들을 포

함한다. 이 입력 키들 중의 임의의 키가 조작되면 컨트롤러(도시되지 않음)는 그 키 조작을 대표하는 명령 정보를 발생시키

고 그 발생된 정보를 발광부(11)로부터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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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는, 예를 들면 AV 장치들(5 내지 7)의 제어를 위한 명령을 입력하기 위하여, 상기 구성의 IR 키보드(21) 상에서 AV

제어 키들 중의 입력 키들만을 조작한다. 유저는, 셋톱 박스(3)를 조작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단지 키 부

(12) 상의 입력 키들을 조작한다. 그런 단순화된 절차에 따라 유저는 AV 시스템을 구성하는 셋톱 박스(3) 및 AV 장치들(5

내지 7)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을 이용한 또 다른 IR 키보드의 평면도와 측면도의 조합으로, 측면도는 키보드의 배면을 도시하고 있다. 도

5에서, IR 키보드(31)는 복수의 입력 키들로 구성된 키 부(12)는 물론, 키 부(12)와는 별도로 제공된 AV 제어 키들(32) 및

커서 제어 키들(33)을 포함한다. IR 키보드(31)의 배면에는 발광부(11)가 제공되어 있다.

  AV 제어 키들(32)은 예를 들면 AV 장치들(5 내지 7)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복수의 입력 키들을 포

함한다. 커서 제어 키들(33)은 모니터 장치(5) 상에 표시되는 그래픽 및 아이콘들을 제어하기 위한 커서 이동 키들 및 엔터

키를 포함한다. 임의의 커서 제어 키가 조작되면, 컨트롤러(도시되지 않음)는 그 키 조작에 대응하는 명령 정보를 발생시키

고 발생된 정보를 발광부(11)로부터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한다.

  키 부(12)는 예를 들면 유저가 세트할 수 있는 2개의 펑션 키들(34A, 34B)을 포함한다. 유저-세트 펑션 키(34A 또는

34B)가 눌린 상태에서, 다른 입력 키를 조작하면 AV 장치들(5 내지 7) 또는 에어 컨디셔너(8)를 제어하는 명령 정보가 발

생된다. 발생된 정보는 발광부(11)로부터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된다.

  유저는, 예를 들면 AV 장치들(5 내지 7)의 제어를 위한 명령을 입력하기 위하여, 상기 구성의 IR 키보드(31) 상에서 AV

제어 키들 중의 입력 키들만을 조작한다. 유저는, 셋톱 박스(3)를 조작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V 제

어 키들(32)을 조작한다. 그런 단순화된 조작에 따라 유저는 AV 시스템을 구성하는 셋톱 박스(3) 및 AV 장치들(5 내지 7)

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커서 제어 키들(33)은 IR 키보드(31)에서 유저가 표시된 그래픽 및 아이콘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종래에 그런 그래

픽 및 아이콘들은 AV 장치들(5 내지 7)의 전용 리모트 컨트롤러들에 의해서만 제어되었었다. 그런 기능을 갖춤으로써, 키

보드는 전보다 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

  유저가 세트할 수 있는 펑션 키들(34A 및 34B)이 키 부(12)에 포함되어 있다. 키 부(12) 상의 입력 키들은 예를 들면 AV

장치들(5 내지 7) 또는 에어 컨디셔너(8)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들을 입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유저는 다만 펑션 키

(34A 또는 34B)와 함께 적절한 유저-선택 입력 키들을 조작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키 부(12) 상의 입력 키들은 AV 제

어 키들(32)과는 별도의 명령 입력 키들로서 작용하거나, 또는 AV 장치들(5 내지 7)과는 별도로 에어 컨디셔너(8)를 제어

하는 입력 키들로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수의 전자 장치들이 IR 키보드에 의해 제어된다.

  이하, 도 6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도 5에 도시된 상술한 IR 키보드(31) 상의 커서 제어 키들(33)이 조작되는 경우 컨트롤

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IR 키보드(31) 상의 임의의 입력 키를 누르면 컨트롤러가 스텝 S101로 진입

하게 된다. 스텝 S101에서는, 조작된 입력 키가 커서 제어 키(33)인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일 스텝 S101에서 커서 제어 키

(33)가 눌려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스텝 S102로 진행한다.

  스텝 S102에서는, 컨트롤러가 조작된 커서 제어 키(33)에 대응하는 명령 정보를 발광부(11)로부터 출력한다. 명령 정보

는 그래픽 및 아이콘들을 위에 표시하는 모니터 장치를 제어하거나, 또는 그래픽 및 아이콘들을 출력하는 셋톱 박스(3)를

제어하기 위해 시분할 방식으로 출력된다.

  만일 스텝 S101에서 커서 제어 키(33)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스텝 S103으로 진행한다. 스텝 S103에서는,

조작된 키에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만일 키 부(12) 상의 임의의 입력 키가 조작되면, 컨트롤러는 발

광부(11)가 조작된 입력 키에 대응하는 키 조작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며, 만일 AV 제어 키들(32) 중의 임의의 입력 키가

조작되면, 발광부(11)는 조작된 입력 키에 대응하는 명령 정보를 출력하도록 제어된다.

  도 7은 본 발명을 이용한 또 다른 IR 키보드의 평면도, 배면도 및 정면도의 조합이다. 도 7의 IR 키보드(40)는 키보드 몸

체(41) 및 키보드 몸체(41)를 보호하는 키보드 커버(42)를 포함한다. 키보드 몸체(41)의 상부에 키 부(12)가 제공된다. 키

보드 커버(42)에는 AV 장치들(5 내지 7)의 제어를 위한 AV 제어 키들(43)이 구비되어 있다. 키보드 몸체(41)의 앞 모서리

와 키보드 커버(42)의 앞 모서리는 사이에 개재된 힌지(44) 등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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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은 도 7에 도시된 IR 키보드(40)에서 키보드 커버(42)가 열린 상태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키 부(12)는 키보드 커버(42)가 열리면 노출되는 키보드 몸체(41)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다. 키보드 커버(42) 및 키보드

몸체(41)에는 각각 센서를 구성하는 검출기들(45A, 45B)이 제공되어 있다. 검출기들(45A, 45B)은 예를 들면 키보드 커버

(42)가 닫히면 턴 온되고 커버가 열리면 턴 오프되는 스위치들로 이루어진다.

  도 9a 내지 9d는 IR 키보드(40)의 키보드 커버(42)가 회전하여 열리는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들이다. 키보드 커버(42)는

닫힌 위치에서 다음과 같이 열린다. 즉, 키보드 커버(42)는, 열릴 때, 그 커버(42)를 키보드 몸체(41)에 결합하는 힌지(44)

를 축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커버(42)는 도 9a, 9b, 9c, 9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순서로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열린다.

결국, 키보드 커버(42)는 키보드 몸체(41)의 저면에 이르기까지 열린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구성의 IR 키보드(40)에서, 키보드 몸체(41)는 키 부(12)를 포함하고 키보드 커버(42)는 AV 제어

키들(43)을 포함한다. 따라서 키보드 커버(42)를 열고 닫음으로써 유저는 키 부(12) 상의 입력 키들 또는 AV 제어 키들

(43)을 조작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되게 선택할 수 있다.

  도 7의 키보드에서는, AV 제어 키들(43)이 키보드 커버(42) 상에 배치됨에 따라, 전술한 도 2 내지 5의 키보드들보다 키

들(43)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된다. 보다 넓은 공간은 AV 제어 키들(43)이 전보다 자유로운 형상을 이루고 보

다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조작하기가 보다 쉽고 편리한 IR 키보드가 창출될 수 있다.

  키보드 커버(42)의 열리고 닫힌 상태들을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들(45A, 45B)은, 예를 들면 두 경우 즉, 키보드 커버(42)

가 열려 있는 중에 임의의 AV 제어 키(42)가 우연히 조작되는 경우와, 키보드 몸체(41)와 키보드 커버(42) 사이에 장애물

이 개재되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가 닫히는 경우에, IR 키보드(40)로부터 명령 정보가 부주의하게 전송되는 것을 미

리 방지한다.

  키보드 몸체(41)의 앞 모서리와 키보드 커버(42)의 앞 모서리가 사이에 개재된 힌지(44)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구

조는 다음의 장점을 제공한다. 즉, 만일 발광부(11)가 키보드 몸체(41) 상의 키 부(12) 또는 키보드 커버(42) 상의 임의의

AV 제어 키(43)의 조작을 반영하는 적외선 신호를 송신하는 중에 유저가 부주의하게 키보드 커버(42)를 열거나 닫을 경

우, 전송 중인 적외선 신호가 차폐되지 않을 것이다.

  이하, 도 10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도 7에 도시된 상기 IR 키보드(40) 상의 입력 키들이 조작되는 경우 컨트롤러가 어떻

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IR 키보드(40)의 키 부(12) 상의 임의의 입력 키 또는 임의의 AV 제어 키(43)를 누르면

컨트롤러가 스텝 S201로 진입한다. 스텝 S201에서는, 조작된 키가 AV 제어 키(43)인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일 스텝 S201

에서 AV 제어 키(43)가 눌려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스텝 S202로 진행한다.

  스텝 S202에서는, 키보드 몸체(41)에 대해 키보드 커버(42)가 열리고 닫힌 상태들을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들(45)이 스위

치 온되었는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일 검출기들(45)이 스위치 온된 것으로(즉, 키보드 커버(42)가 닫힌 것으로) 판명되면,

스텝 S203으로 진행한다. 스텝 S203에서는, 컨트롤러가 조작된 AV 제어 키(43)에 대응하는 명령 정보를 전송하고 프로세

스를 종료한다.

  만일 스텝 S202에서 검출기들(45)이 스위치 오프된 것으로(즉, 키보드 커버(42)가 열린 것으로) 판명되면, 컨트롤러는

AV 제어 키(43)가 부주의하게 조작된 것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컨트롤러는 AV 제어 키(43)의 조작을 대표하는 명령 정

보를 전송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만일 스텝 S201에서 AV 제어 키(43)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즉, 키보드 몸체(41)의 키 부(12) 상의 임의의 입

력 키가 입력된 경우에는, 스텝 S204로 진행한다.

  스텝 S204에서는, 키보드 몸체(41)에 대해 키보드 커버(42)가 열리고 닫힌 상태들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45)가 스위치

오프되었는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일 센서(45)가 스위치 오프된 것으로(즉, 키보드 커버(42)가 열린 것으로) 판명되면, 스

텝 S205로 진행한다. 스텝 S205에서는, 컨트롤러가 키보드 몸체(41) 상의 조작된 입력 키에 대응하는 명령 정보를 전송하

고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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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스텝 S204에서 센서(45)가 스위치 온된 것으로 판명되면 즉, 키보드 몸체(41)의 키 부(12) 상의 입력 키가 조작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키보드 커버(42)가 닫힌 것으로 판명되면, 컨트롤러는 키 부(12) 상의 입력 키가 잘못 조작된 것으로 판

정한다. 이 경우, 컨트롤러는 키보드 몸체(41) 상의 조작된 입력 키를 대표하는 명령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종

료한다.

  도 11은 본 발명을 이용한 또 다른 IR 키보드의 평면도, 배면도 및 정면도의 조합이다. 도 11의 IR 키보드(50)는 키보드

몸체(51) 및 키보드 몸체(51) 상부에 제공된 키 부(12)(도시되지 않음)를 보호하기 위한 키보드 커버(52)를 포함한다.

  키보드 몸체(51)의 배면에는 발광부(11)와 수광부(55)가 제공되어 있다. 수광부(55)는 신호 전송을 할 수 있는 전자 장치

들에 의해 전송된 적외선 신호를 수신한다. IR 키보드(50)가 처리하지 않는 명령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키보드는 수광부

(55)에 대향하여 배치된 리모트 컨트롤러로부터 수광부(55)를 통하여 정보를 수신하여, 소위 학습 기능이라는 것을 이용

할 수 있다.

  도 7의 IR 키보드(40)의 키보드 커버(42)에서처럼, 키보드 커버(52)는 사이에 개재된 힌지(44) 등에 의해 키보드 몸체

(51)에 회전 가능하게 부착된다. 키보드 커버(52)의 상부는 예를 들면 AV 제어 키들(43A) 및 액정 디스플레이(53)(이하,

간단히 디스플레이라 함)를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53)는 예를 들면 수광부(55)를 통하여 수신된 각종 세팅들을 표시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53)는 또한 예를 들

면 에어 컨디셔너(8)를 제어하도록 조작될 수 있는 제어 키들(54B)을 표시할 수도 있다. 제어 키들(54B)을 손가락 끝으로

터치하면 에어 컨디셔너(8)가 소망 온도로 설정되고 다르게 제어될 수 있다.

  상기 구성의 IR 키보드(50)는 AV 장치들(5 내지 7)은 물론 에어 컨디셔너(8)와 같은 기타 가정 전자 기기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장치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IR 키보드(50)는 또한 AV 시스템 및 보안 장치들을 포함한 온갖 가정 제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이하, 도 12를 참조하여 상기 IR 키보드의 전형적인 블록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도 12는 도 7에 도시된 IR 키보드(40)

의 회로 블록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IR 키보드(40)는 키 부(12), AV 제어 키

들(43), 센서(45), 컨트롤러(61), ROM(62) 및 발광부(11)를 포함한다. 복수의 조작 키들이 매트릭스 형식으로 배열된 키

부 및 키보드 커버(42) 상의 AV 제어 키들(43)이 조작되면, 조작 키들을 대표하는 신호들이 시분할 방식으로 컨트롤러

(61)에 공급된다. 키 부(12) 또는 임의의 AV 제어 키(43)으로부터 신호가 제공되면, 컨트롤러(61)는 ROM(62)으로부터 현

재 조작된 키에 대응하는 키 코드 또는 명령 코드를 읽어 낸다.

  만일 키 부(12)에 대응하는 키 코드가 ROM(62)으로부터 검색되면, 컨트롤러(61)는 후술할 전송 포맷에 기초하여 키 코

드 정보를 발생시킨다. 만일 AV 제어 키(43)를 대표하는 명령 코드가 ROM(62)으로부터 읽혀지면, 컨트롤러(61)는 AV 제

어 키들(43)에 의해 제어될 AV 장치들(5 내지 7)에 따르는 전송 형식에 기초하여 명령 정보를 발생시킨다. 그렇게 발생된

키 코드 정보 또는 명령 정보에 기초하여, 컨트롤러(61)는 발광 다이오드(63)의 트랜지스터(64)의 온 오프를 제어하여 적

외선 신호를 전송한다.

  컨트롤러(61)는 커버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45)로부터의 검출 신호를 이용하여 IR 키보드(40) 상의

키보드 커버(42)의 열리고 닫힌 상태들을 계속적으로 검출한다. 이 검출 신호를 이용하여, 컨트롤러(61)는 키 부(12) 상의

임의의 입력 키 또는 AV 제어 키(43)이 부주의하게 눌렸는지를 계속 검증한다.

  상기 키보드 구성에서는, ROM(62)이 키 부(12)로부터 입력되는 키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키 코드들 및 AV 제어 키들

(43)로부터 입력되는 키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명령 코드들을 저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도 13은 키 부(12)로부터의 키 조작 정보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키 코드들을 보여주는 표이다. 이 키 코드 예는 일본어 키

보드에 적용된다. 도 13에서, 키 번호들(1 내지 127)은 맨 왼쪽 칼럼에 도시되어 있다. 중앙의 칼럼은 키 번호들에 대응하

는 키들 상에 실제로 새겨진 문자/기호들을 보여준다. 맨 오른쪽 칼럼은 키 번호 및 새겨진 문자/기호들에 대응하는 16진

키 코드들을 수용하고 있다.

  도 13의 표에 따르면, 만일 유저가 "ESC"가 새겨진 키를 조작할 경우, 컨트롤러(61)는 ROM(62) 내의 키 번호 1을 가진

어드레스로부터 키 코드 "01"을 읽어 낸다. 그렇게 검색된 키 코드는 예를 들면 후술할 전송 포맷에 따라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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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도 14, 15a 내지 15c, 16a 및 16b를 참조하여, IR 키보드(40)로부터 셋톱 박스(3)로 신호들이 전송되는 전형적인

포맷에 대해 설명하겠다. 후술된 포맷은 키 부(12) 상의 임의의 입력 키가 조작되는 경우에만 IR 키보드(40)로부터 셋톱 박

스(3)로 신호들이 송신되는 포맷이다. IR 키보드(40)가 AV 장치들(5 내지 7) 중의 어느 한 장치에 신호를 전송할 경우, 대

응하는 명령 코드는 문제의 AV 장치에 따르는 포맷으로 송신되어야 한다. IR 키보드(40)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식별 정

보가 이미 셋톱 박스(3) 내에 설정된 것으로 가정하자.

  IR 키보드(40)로부터 셋톱 박스(3)로 전송되는 신호는 고정 길이를 각각 갖는 패킷이라고 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데이터

단위들로 구성된다. 도 14는 그런 패킷 하나의 데이터 구조를 보여준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패킷은 예를 들

면 제조업자 ID 코드 영역 A1, 키보드 ID 코드 영역 A2, 동일한 키보드 ID 코드 영역 A3, 데이터 ID 코드 영역 A4, 데이터

영역 A5 및 패리티 영역 A6로 이루어진 64 비트를 가진다.

  12 비트 길이의 제조업자 ID 코드 영역 A1은 셋톱 박스(3)가 IR 키보드(40)의 제조업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코드 영역

이다. 4 비트 길이의 키보드 ID 코드 영역 A2는 셋톱 박스(3)가 IR 키보드(40)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코드 영역이다. 역시

4 비트 길이의 동일한 키보드 ID 코드 영역 A3는 셋톱 박스(3)가 동일한 타입의 다른 IR 키보드들(40)로부터 떨어진 특정

한 IR 키보드(40)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코드 영역이다. 데이터 ID 코드 영역 A4는 셋톱 박스(3)가 데이터 영역 내에 보유

된 데이터의 타입의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4 비트 코드 영역이다.

  32 비트 길이의 데이터 영역 A5는 조작된 키를 대표하는 키 코드에 할당된 영역이다. 8 비트 길이의 패리티 영역 A6는

패킷의 마지막 영역으로서, 패리티 데이터를 수용한다.

  도 15a, 15b 및 15c는 도 14에 포함된 32 비트 데이터 영역 A5를 보다 상세히 보여준다. 각각 8 비트 길이의 3개의 데이

터 블록이 후술할 포맷에 따른 데이터 영역을 구성한다. 도 15a는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이루는 브레이크 플래그(BF) 및

키 코드를 나타낸다. 브레이크 플래그(BF)는 길이가 1 비트이고, 그 다음에 7 비트의 키 코드 영역이 있다. 이 예에서는, 7

비트 키 코드 영역은 실제로 조작된 키의 키 코드로 세트된다(도 13 참조). 브레이크 플래그(BF)는, 후속 키 코드 영역 내

의 데이터에 의해 표시되는 키 조작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0"으로 세트된다. 키가 풀리면, 브레이크 플래그(BF)는 "1"로 세

트된다.

  도 15b는 터미네이터 코드이다. 이것은 현재 조작된 키를 대표하는 하나 이상의 키 코드의 말단을 나타내는 코드이다. 터

미네이터 코드는 16진수로 "FF"일 수 있다. 도 15c는 더미 코드를 보여준다. 패킷의 데이터 영역 A5 내에서 터미네이터

코드 다음에 여분의 영역이 있을 경우에 더미 코드가 이용된다. 더미 코드는 16진수로 "00"일 수 있다.

  이하, 도 16a 및 16b를 참조하여, 어느 하나의 키가 조작된 경우에 상술한 데이터 전송 포맷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다. 도 14의 하나의 패킷을 구성하는 구성 영역들 중에서, 도 16a 및 16b에는 데이터 영역 A5만이

도시되어 있고, 다른 영역들은 생략되어 있다.

  가령, 유저가 IR 키보드(40)의 키 부(12) 상의 하나의 키를 조작한다고 하자. 이 경우, 도 1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32 비

트 데이터 영역 A5의 제1 8 비트 블록은 브레이크 플래그(BF) 및 키 코드로 세트된다. 7 비트 키 코드 영역은 유저에 의해

현재 조작된 키에 대응하는 키 코드를 수용한다고 가정하자. 키가 조작되는 동안에는, 브레이크 플래그는 "0"으로 세트된

다.

  데이터 영역의 제2 블록(8 비트 길이)은 현재 조작된 키에 대응하는 키 코드의 말단을 나타내는 터미네이터 코드를 수용

한다. 터미네이터 코드는 제1 블록에 의해 표시된 단 하나의 키만이 현재 조작되었음을 수신 측(즉, 셋톱 박스(3))이 인지

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다음에 오는 제3 및 제4 블록들(각각 8 비트)은 더미 코드로 세트되어 데이터 영역 A5의 여분 영

역을 채운다.

  키가 조작되는 동안에는, 도 16a에 있는 것과 같은 데이터 패킷들이 IR 키보드(40)로부터 연속적으로 전송되는데, 각 패

킷은 상술한 바와 같이 형성된 데이터 영역 A5를 포함한다.

  눌렀던 키를 유저가 풀면, 제1 블록 내의 브레이크 플래그(BF)는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1"로 세트된다. 즉, 문제의

블록은 키의 해제를 나타내는 플래그와 함께 전송된다. 도 16b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의 말미에, IR

키보드(40)는 그 전송 동작을 종료하고, 대기 상태에 진입하여 또 다른 키가 조작되는 것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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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유저가 동시에 2개의 키를 조작할 경우, 데이터 영역 A5 내의 제1 블록은 처음 눌린 키에 대응하는 브레이크 플래그

(BF)로 세트되고, 제2 블록은 나중에 조작된 키를 대표하는 브레이크 플래그로 세트된다. 데이터 영역 내의 제3 블록은 터

미네이터 코드로 세트되고, 제4 블록은 더미 코드로 채워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형성된 데이터 영역 A5를 수용하는 것과

같은 데이터 패킷들이 연속적으로 전송된다.

  만일 3개의 키가 동시에 조작되는 경우, 제1 내지 제3 블록들은 각자 브레이크 플래그(BF) 및 대응하는 키들이 눌린 순서

로 세트된 키 코드들을 갖고, 제4 블록은 터미네이터 코드로 세트된다. 이 경우, 제1 내지 제4 블록들은 더미 코드를 갖지

않는데, 브레이크 플래그들(BF), 키 코드들 및 터미네이터 코드에 의해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데이터 영역

A5를 수용하는 데이터 패킷들이 연속적으로 전송된다.

  만일 복수의 동시 조작된 키들 중 하나가 풀리는 경우, 풀린 키에 대응하는 키 코드의 브레이크 플래그(BF)는 "1"로 세트

된다. 그 후 문제의 브레이크 플래그 및 키 코드가 생략된다. 여전히 조작되는 키들을 대표하는 키 코드들에 터미네이터 코

드가 보충되고, 데이터 패킷들의 연속적인 전송이 계속된다. 2개의 동시 조작된 키들 중 하나를 풀면 상기 하나의 키가 조

작되는 상태가 발생한다. 즉, 각각 도 16a에 도시된 데이터 영역 A5를 수용하는 데이터 패킷들이 전송된다.

  상기 전송 포맷은 단지 예를 들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다른 적당한 통신 포맷을 대신 이용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장치는 제1 전자 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제1 조작 키 부, 제2 전자 장치를 조작하기 위

한 제2 조작 키 부, 및 제어 수단을 포함한다. 제1 조작 키가 조작되면, 제어 수단은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

생시킨다. 제어 키 부 상의 임의의 제어 키가 조작되는 상황에서, 제2 조작 키 부 상의 임의의 조작 키를 누르면 제어 수단

은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제1 및 제2 전자 장치들이 조작된다.

  본 발명의 입력 장치는, 제2 전자 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제3 조작 키 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제3 조작 키 부 상의 임의의

조작 키를 누르면 제어 수단은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구조는 간단한 조작으로 제1 및

제2 전자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장치는 제2 전자 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제2 조작 키 부와는 별도로 제공된 제1 전자 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제1 조작 키 부를 구비할 수 있다. 이 구조 또한 단순화된 조작으로 제1 및 제2 전자 장치들이 제어될 수 있

게 해준다.

  본 발명의 입력 장치는 제2 전자 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제2 조작 키 부와는 별도로 제공된 제1 전자 장치를 조작하기 위

한 제1 조작 키 부와 더불어, 제1 및 제2 전자 장치들을 조작하기 위한 커서 조작 키들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종래에는 전자

장치들을 위해 표시된 그래픽 및 아이콘들은 그들의 전용 리모트 컨트롤러들에 의해서만 제어되었지만, 본 발명의 입력 장

치는 그래픽 및 아이콘 조작을 대신 수행한다. 이런 구조에 의해 입력 장치가 전보다 더 편리해진다.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장치는 베이스 부 상에 장착된 제1 전자 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제1 조작 키 부를 구비하고 또한 커버

부 상에 제공된 제2 전자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2 조작 키 부를 구비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 의해 유저는 제1 및 제2 조

작 키 부들 상의 키들을 분명히 구별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입력 장치는 전보다 이용하기 편리해진다.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명백히 다른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첨

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정의된 것 이외에 특정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1 조작 키 부;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2 조작 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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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하나의 제어 키를 포함하는 제어 키 부;

  상기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어 키 부

의 어떠한 제어 키도 조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상기 제1 전자 장치

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고, 상기 제어 키 부의 임의의 제어 키가 조작된 상태에서 상기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는 제어 수단; 및

  상기 제어 수단에 의해 발생된 조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조작 키를 포함하는 제3 조작 키 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제어 키 부의 임의의 제어 키가

조작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제3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상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

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조작 정보를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4.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1 조작 키 부;

  상기 제1 조작 키 부와는 별도로 제공된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2 조작 키 부;

  상기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는 제어 수단; 및

  상기 제어 수단에 의해 발생된 조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조작 정보를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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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1 조작 키 부;

  상기 제1 조작 키 부와는 별도로 제공된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2 조작 키 부;

  커서를 움직이기 위한 커서 조작 키들;

  상기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고, 상기 커서 조작 키들 중 임의의 커

서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상기 제1 및 상기 제2 전자 장치들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는 제어 수단; 및

  상기 제어 수단에 의해 발생된 조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커서 조작 키들 중 임의의 커서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상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 및

상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시분할 방식으로 교대로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조작 정보를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9.

  베이스(base);

  상기 베이스 상에 형성된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는 제1 조작 키 부;

  상기 베이스에 대해 움직일 수 있게 부착된 커버 부로서, 제1 위치에 세트되는 경우 상기 제1 조작 키 부를 덮고, 제2 위

치에 세트되는 경우 상기 제1 조작 키 부를 노출하고 상기 베이스 하부에 배치되는 커버 부;

  복수의 조작 키들을 포함하고 상기 커버 부가 상기 제1 위치에 세트되는 경우 노출되도록 상기 커버 부에 부착되는 제2

조작 키 부;

  상기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1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경우 제2 전자 장치에 대한 조작 정보를 더 발생시키는 제어 수단; 및

  상기 제어 수단에 의해 발생된 조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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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 부가 상기 제1 위치에 세트되었는지 또는 상기 제2 위치에 세트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위치 판정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커버 부가 상기 제1 위치에 세트되었다고 상기 위치 판정 수단이 판정한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것에 응답하여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직 상기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

가 조작되는 것에 응답하여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며, 상기 커버 부가 상기 제2 위치에 세트되었다고 상기 위치 판정 수단

이 판정한 경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제2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것에 응답하여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

지 않고 오직 상기 제1 조작 키 부의 임의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것에 응답하여 조작 정보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입력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베이스의 일단에 부착되고, 상기 커버부는 상기 베이스의 타단측을 축으로 회전할 수 있게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조작 정보를 적외선 신호로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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