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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 및 그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무선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이용하여 리모

콘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써, 기존의 적외선 리모콘을 통해 다수의 가전기기를 제어하던 것을 802.11x의 무선

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통해 댁내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

폰, 스마트 폰, PDA이나 VoIP 단말기 또는 기타 무선기능이 내장된 단말기를 통해 댁내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기기를 제어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PDA등과 같이 별도의 영상표시장치가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는 리모콘과 동일한 모양의 UI를 제

공함으로써 마치 리모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휴대폰과 같이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만 있는 단말기는 키

에 리모콘 기능을 나타내는 별도의 표시를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10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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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에서 가전기기내의 원격 제어 데이터 처리장치에

대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에서 가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데이터 전송 플로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에서 가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해 전송하는 제어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5 및 도 6은 무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장치에 디스플레이되는 리모콘 형상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시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가전기기 제어 데이터를 AP에서 처리하여 해당 가전기기로 전송하는 과

정을 나타낸 동작 플로우챠트.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를 위한 가전기기내의 제어 스택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제어방법에 있어서, 가전기기내에서 수신한 제어 데이터의 처리 과

정을 나타낸 동작 플로우챠트.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가전기기내에서 수신한 제어데이터 처리 과정을 좀더 상세하게 나타낸 동작 플로우챠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이동통신 단말기 20 : AP

30 : 가전기기 31 : IR 수신부

32 : WLAN 데이터 수신부 33 : IR 드라이버

34 : WLAN 드라이버 35 : 데이터 변환부

36 : 메인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WLAN(Wireless LAN)을

위한 802.11b/g/a 등과 같이 무선 서비스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 또는 무선 VoIP(Voice Over IP)폰 등과 같은 무선 단말

기를 이용하여 가정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기기 및 셋탑 박스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

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모콘이라 함은 원격에서 가정에 설치된 모든 가전기기 예를 들면, TV,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오디오 기기,

가스레인지, DVD 플레이어 등과 같은 가전기기들의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원격 제어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그 편

리함 때문에 현재 많은 가전기기에 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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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자 제품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원격 제어를 위한 리모콘이 제공되어 진다. 이에 대응하여 리모콘으로 제어

하는 상기 전자 제품에는 리모콘에서 보내는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는 적외선 신호 수신부가 전자 제품의 전면에 내장되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콘은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각 제조사의 각 제품 별로 각기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가정에 설치된 각 가전기기에 대응되는 각각의 리모콘을 구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기기들을 통합적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통합 리모콘까지

도 출시되어 이제는 하나의 리모콘으로 다수의 가전기기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전기

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휴대폰을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은 출원번호 제20-2001-00204414(고안의 명칭: 리모콘 겸

용 휴대폰), 20-1998-0010921(고안의 명칭 : 리모콘 기능을 갖는 이동 전화기), 10-2001-0019036(발명의 명칭 : 적외

선 통합 리모콘 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 출원번호 10-1999-0039804(발명의 명칭 : 블루투스를 이용한 댁내 무

선 통신망 구현 방법)등 다수의 기술들이 출원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출원된 기술들은 무선단말기로부터 리모콘 신호를 수신하여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중계장치(예를 들어,

AP)나 가전기기, 또는 상기 무선단말기와 가전기기 사이의 무선 통신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리모콘 기능을 단순하

게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무선단말기 위주의 기술들이다.

또한, 블루투스는 일정한 규모를 키워가는 초기시장 단계가 미처 완료되기도 전에 호환성 결여를 비롯해 보안성, 높은 생

산단가 등 일련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언론과 업계의 여론을 얻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98년에 세상에 갓 태어난 신기술에

2년간의 유예상태를 끝으로 99년, 2000년에는 블루투스의 죽음, 기술의 실패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에 이르렀었다.

블루투스를 통합한 카드 사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무선랜이 구축된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블루투스 사용시 노이즈 발생이 야기되며 무선랜 사용에서도 에러

레이트(error rate)가 높아지는 등 통신속도의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WLAN(Wireless LAN)을 위한

802.11b/g/a 등과 같이 무선 서비스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 PDA, 스마트 폰 또는 무선 VoIP폰 등과 같은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가정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기기 및 셋탑 박스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

기 원격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방법의 일 측면에 따르면, 무선 단

말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무선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이용하여 댁내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리모콘 데이터 중 리모콘 모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판단결과, 리모콘 모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기 설정된 가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

이터인지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결과, 해당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기 설정된 가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데이터인 경우, 해당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로 네트워크를 통

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해당 가전기기로 전송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는, 해당 가전기기의 IP 주소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네트

워크는 WLAN이다.

상기 해당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가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전기기는 관리 영역내에 존재하

지 않는 가전기기라고 판단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로 네트워크를 통해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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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방법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무선 단말기와, 무선 단말기와

WLAN으로 연결된 AP를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

선 단말기로부터 WLAN을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AP를 통해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가전기기 리

모콘 데이터 중 해당 가전기기 기능 제어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에서 인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변환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가전기기의 기능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AP를 통해 수신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는 가전기기 IP 주소, 리모콘 모드 코드, 가전기기 코드, 가전기기 기능

제어코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해당 가전기기에서 인식 가능한 데이터는 해당 가전기기에서 사용하는 IR 데이터일 수

있다.

상기 해당 가전기기에서 인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리모콘 모드 코드값을 분석하여 데이터의 종

류를 구분하여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인지 일반적인 WLAN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단계; 상기 구분 결과, 수신된 데이터

가 WLAN 리모콘 데이터인 경우, 상기 가전기기 기능 제어 코드를 해당 가전기기에서 사용하는 IR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

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무선 단말기와, 무선 단말기와

WLAN으로 연결된 AP를 통해 댁내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전 기기를 원

격 제어하기 위해 상기 무선 단말기를 리모콘 모드로 설정하고, 상기 다수의 가전 기기 중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 및 해

당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을 선택하여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상기 WLAN을 통해 상기 AP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AP에

서는 무선 단말기로부터 WLAN을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값이 기

설정된 기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데이터인 경우, 해당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

터를 해당 가전기기로 WLAN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상기 해당 가전기기는 상기 AP로부터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

이터에 포함된 가전기기 기능 제어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에서 인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환된 데이터를 이용하

여 해당 가전기기의 기능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의 일 측면에 따르면, 상기 가전 기기를 원격 제어

하기 위해 상기 무선 단말기를 리모콘 모드로 설정하고, 상기 다수의 가전 기기 중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 및 해당 가전

기기의 해당 기능을 선택하여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상기 WLAN을 통해 전송하는 무선 단말기;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

터 WLAN을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값이 기 설정된 기전기기 테이

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데이터인 경우, 해당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로

WLAN을 통해 전송하는 AP; 상기 가전기기내에 장착되어 상기 AP로부터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가

전기기 기능 제어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에서 인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환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가전기기

의 기능을 제어하는 가전기기 제어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단말기는, 802.11x 무선 서비스 기능을 갖는 단말기, PDA, 스마트폰, 무선 VoIP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단말기는, 상기 가전 기기를 원격 제어하기 위한 리모콘 모드를 설정하고, 리모콘 모드 설정 후, 상기 다수의 가전 기기 중

제어하고자 하는 일 가전기기 및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을 선택하는 키 입력부; 상기 키 입력부를 통해 제

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가 선택된 경우, 선택된 가전기기에 대한 리모콘 화면을 디스플레이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부; 상기 설정된 리모콘 모드에 대한 코드, 상기 선택된 가전기기에 대한 코드 및 상기 선택된 해당 가전기

기의 기능 제어 코드를 생성하여 생성된 각 코드값을 상기 WLAN 전송 포맷으로 포맷팅한 후, 상기 포맷팅된 데이터를 가

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로 상기 WLAN을 통해 상기 AP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AP는,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된 리모콘 데이터 중 리모콘 모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리모콘 모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가전기기 종

류에 대한 데이터가 기 설정된 가전기기 데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검색하는 비교 판단부; 상

기 비교 판단부에서 데이터 검색결과, 해당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기 설정된 기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

기 데이터인 경우, 해당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로 WLAN을 통해 전송하

는 전송부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전송부는, 상기 해당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가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해당 가전기기는 관리 영역내에 존재하지 않는 가전기기라고 판단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로 네트워크를 통해

에러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가전기기 제어장치는, 상기 WLAN을 통해 AP로부터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수신하는 WLAN 데이터

수신부; 상기 WLAN 데이터 수신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리모콘 모드 코드값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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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여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인지 일반적인 WLAN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WLAN 데이터 분석부;

상기 WLAN 분석부에서 분석 결과 수신된 데이터가 WLAN 리모콘 데이터인 경우, 상기 가전기기 기능 제어 코드를 해당

가전기기에서 인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변환부; 상기 데이터 변환부를 통해 변환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가전기기의 기능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본 발명에 이용되는 WLAN을 위한 802.11b/g/a 등과 같이 무선 서비스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802.11은 IEEE작업 그룹이 개발한 WLAN을 위한 규격모음으로서, 이러한 규격 모음은 현재 802.11, 802.11a, 802.11b,

802.11g등 4가지 규격이 이에 속한다. 이 4가지 규격은 경로 공유를 위해 모두 이더넷 프로토콜인 CSMA/CA를 사용하게

된다.

802.11b 표준이 초당 약 11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데 비해, 가장 최근에 승인된 표준인 802.11g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

서만 최고 54Mbps까지의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게 된다. 802.11g 표준도 802.11b와 같이 2.4GHz 대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둘간에는 서로 호환성을 가지게 된다.

종종 Wi-Fi라고도 불리우는 802.11b 표준은 802.11에 대해 호환성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802.11에서 사용되는 변조

방식은 PSK이었지만, 802.11b에서 채택한 변조 방식은 더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하면서도 다중 경로 전달에 의한

간섭을 받을 소지가 적은 CCK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802.11a 규격은 무선 ATM 시스템에 적용되며, 액세스 허브에서 주용 사용된다. 802.11a 규격은 5GHz-6GHz의 무선 주

파수 대역폭에서 동작하며, 최고 54Mbps까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도록 OFDM 이라고 불리는 변조방식을 사용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통신은 6, 12 또는 24Mbps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하, 상기와 같은 무선 서비스 기능을 갖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은, 무선 단말기(10),

AP(Access Point: 20) 및 다수의 가전 기기들(30)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단말기(10)는 WLAN(Wireless LAN)을

위한 802.11b/g/a 등과 같이 무선 서비스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 PDA 폰, 스마트 폰, 무선 VoIP폰 중 적어도 하나의 단말

기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단말기(10)는 AP(20)를 통해 다수의 가전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단말기(10)는 먼저 단말

기 모드를 리모콘 모드로 전환하고, 리모콘 모드가 설정되면,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를 선택한 후, 선택된 가전기기의

실제 제어값(예를 들면, TV의 경우, 볼륨, 채널전환, 화면 밝기 등)을 선택하여 AP(20)로 전송한다. 여기서, 단말기(10)에

서 AP(20)로 전송되는 데이터값은, 리모콘 모드 설정 데이터값, 선택된 가전기기 종류 데이터 값 및 선택된 가전기기의 실

제 제어 데이터값을 AP(20)로 전송하게 된다. 이때, 전송되는 데이터값에는 헤더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결국, 단말기(10)

에서 AP(20)로 전송되는 데이터 포맷은, 헤더 + 리모콘 모드 설정 데이터값 + 선택된 가전기기 종류 데이터 값 + 선택된

가전기기의 실제 제어 데이터값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말기(10)로부터 가전기기 제어 데이터값이 전송되면 AP(20)는 이를 수신하고, 수신된 데이터 포맷에서 헤더

정보를 제거하고, 실제 데이터값을 분석하여 해당 데이터가 가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콘 데이터값인지를 분석하게

된다.

만약, 해당 데이터가 가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콘 데이터인 경우, 해당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가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판단결과, 가전기기 종류의 분석이 완료되면, 해당 가전기기의 IP 주소와 단말기(10)로부터 전송된 리모콘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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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전기기(30)는 AP(2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된 IP 주소가 자신의 IP 주소와 동일한지를 판단하

고, 동일한 IP주소인 경우 수신된 데이터(WLAN 데이터)를 IR 데이터로 변환하여 변환된 데이터에 상응하는 가전기기의

기능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IR데이터는 기존의 IR 리모콘을 통해 가전기기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이다. 결국, IR 데이터로 변환된 이후에는 기존의 IR 리모콘 처리 동작과 동일하다.

여기서, 가전기기(30)내에서 WLAN 데이터 처리과정을 도 2를 참조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자.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장치에서 가전기기내의 원격 제어 데이터 처리장치에 대

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그 구성을 보면, IR 수신부(31), WLAN 데이터 수신부(32), IR 드라이버(33), WLAN

드라이버(34), 데이터 변환부(35) 및 메인 제어부(36)로 구성될 수 있다.

IR 수신부(31)는 기존의 IR 리모콘을 통해 전송되는 IR 신호를 수신하여 IR 드라이버(22)로 제공한다.

WLAN 데이터 수신부(32)는 AP(20)로부터 전송되는 WLAN 리모콘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된 WLAN 리모콘 데이터를

WLAN 드라이버(34)로 제공한다.

IR 드라이버(33)는 IR 수신부(31)로부터 제공되는 IR 신호를 IR 리모콘 제어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환된 IR 리모콘 데이터

를 데이터 변환부(35)를 통해 메인 제어부(36)로 제공한다.

WLAN 드라이버(34)는 WLAN 데이터 수신부(32)로부터 제공되는 WLAN 데이터가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인지 아니면

일반 WLAN 데이터인지를 분석한 후, 해당 데이터가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인 경우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변환부(35)로

제공한다.

데이터 변환부(35)는 WLAN 드라이버(34)로부터 제공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IR 리모콘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

환된 IR 리모콘 데이터를 메인 제어부(36)로 전송한다.

메인 제어부(36)는 데이터 변환부(35)를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제어를 위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해당 데이터에 상응하는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동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단말기(10)를 이용하여 가전기기를 제어하고 하는 경우, 먼저 단말기(10) 모드를 리모콘 모드로

설정한다.

단말기가 리모콘 모드로 설정되면, 자신이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의 종류를 선택하게 된다.

가전기기의 종류를 선택한 후, 선택된 가전기기의 제어 기능 즉, 제어하고자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리모콘 모드 설정, 가전기기의 선택 및 제어하고자 하는 해당 기기의 기능의 선택은 단말기에 장착된 다수의 키들

중 임의 키들을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으며, 하나의 키를 이용하여 토글식으로 가전기기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메뉴키를 이용하여 모드 설정, 가전기기의 선택 및 해당 가전기기별로 제어 기능 목록을 트리 구조로

디스플레이장치에 디스플레이시켜 사용자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리모콘 모드 설정, 가전기기 종류 선택 및 제어 기능을 선택한 경우 각각의 코드값(데이터값)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된 각각의 코드값은 AP(20)로 무선으로 전송된다. 이때, 각 코드값이 전송될 때 단말기(10)에서는 헤더값을 부가하여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즉, 헤더 + 리모콘 모드 데이터 + 가전기기 종류 데이터 + 제어 기능 데이터의 형태의 포맷으로 전

송된다.

AP(20)는 단말기(10)로부터 전송되는 WLAN 데이터값을 수신하고, 수신된 데이터값을 분석하게 되는데, 먼저 수신된 데

이터에 리모콘 코드값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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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 모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가 가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콘 데이터인 것으로 판단하고, 가전기

기 종류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해당 가전기기가 자신의 스폿 영역(Spot Area)내에 존재하는 가전기기인지를 가전기기 테

이블을 통해 검색한다. 여기서, 가전기기 테이블은, 스폿 영역내에 존재하는 가전기기의 종류 코드값 및 해당 가전기기의

IP주소가 서로 대응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만약, 해당 가전기기가 스폿 영역에 존재하는 가전기기인 경우, 해당 가전기기의 IP 주소를 검색하여 IP 주소와 단말기로

부터 수신한 리모콘 데이터값을 해당 가전기기로 전송한다.

이렇게 AP(20)로부터 전송된 리모콘 데이터는 도 2에 도시된 WLAN 데이터 수신부(32)에서 수신하고, 수신된 WLAN 리

모콘 데이터를 WLAN 드라이버(34)로 제공한다.

WLAN 드라이버(34)는 WLAN 데이터 수신부(32)로부터 제공되는 WLAN 데이터가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인지 아니면

일반 WLAN 데이터인지를 분석한 후, 해당 데이터가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인 경우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변환부(35)로

제공한다.

데이터 변환부(35)는 WLAN 드라이버(34)로부터 제공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IR 리모콘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

환된 IR 리모콘 데이터를 메인 제어부(36)로 전송한다.

메인 제어부(36)는 데이터 변환부(35)를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제어를 위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해당 데이터에 상응하는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장치의 동작과 상응하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

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방법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에서 가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데이터 전송 플로우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에서 가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해 전송하는 제어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단말기(10)의 리모콘 모드 전환키가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한다(S101).

리모콘 모드 전환키가 입력된 경우,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를 선택하게 되고(S102), 리모콘 전환키가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모드로서 원래의 단말기 기능대로 동작하게 된다(S106).

이와 같이, 리모콘 모드 키 및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가 선택된 경우 해당 단말기(10)는 리모콘 모드가 설정되게 된다

(S103).

리모콘 모드가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자는 제어하고자 하는 해당 가전기기의 제어 기능을 선택하게 된다(S104).

그러면, 상기 선택된 리모콘 모드값,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선택값 및 선택된 해당 가전기기의 제어값에 대한 데이터가

AP(20)로 전송되는 것이다(S105). 여기서, 데이터 전송시 헤더값이 부가되어 전송되는데, 무선 단말기(10)에서 AP(20)로

전송되는 데이터 포맷은 도 4와 같은 포맷을 가질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무선 단말기에서 임의의 키를 누르는 경우에는 해당 키 값이 전송되지 않고 반드시 전송(SEND) 키를 눌렀을

때만이 그 동안 입력한 키 값들을 한번에 전송한다. 그러나 리모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키를 누를 때 마다 키 값을

전송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리모콘 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키를 리모콘 전환 모드 키로서 사용하며(VoIP 폰이나 휴대폰에서는 취소 키 사용) 예를 들어, 취소 키를 계속

누르면 토글식으로 TV, Audio, STB, DVD, 냉장고, 전자레인지등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특정

키를 누르면 이때부터는 리모콘 모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리모콘 모드에서 다시 리모콘 전환 키를 누르면 토글식으로 리모콘 모드에서 해제되어 일반 모드가 된다.

상기와 같이 리모콘 모드가 설정된 상태에 가전기기 제어 기능키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헤더값 + 리모콘 모드임을 나타

내는 값 + 가전기기의 종류 + 입력한 키 값]을 AP(20)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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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리모콘 모드를 설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일 예를 들면, 리모콘 모드 설정, 가전기기의 선택 및 제어하고자 하는

해당 기기의 기능의 선택은 단말기에 장착된 다수의 키들 중 임의의 키들을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

으며, 하나의 키를 이용하여 토글식으로 가전기기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메뉴키를 이용하여 모드 설정, 가전기기

의 선택 및 해당 가전기기별로 제어 기능 목록을 트리 구조로 디스플레이장치에 디스플레이시켜 사용자가 용이하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리모콘 모드를 설정한 후,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가전

기기에 대한 리모콘 형태를 갖는 화면 즉, 도 9 및 도 10과 같이 리모콘 형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시켜 사용

자가 디스플레이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고 용이하게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 5 및 도 6은

무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장치에 디스플레이되는 리모콘 형상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예시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PDA와 같은 영상장치를 구비한 단말기를 이용할 때 리모콘 영상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UI(User Interface)로서

사용자는 단말기의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나타난 리모콘 UI를 통해 리모콘과 동일하게 영상에 표시된 각각의 키를 선택함

으로써 가전기기의 원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도 6은 별도의 영상표시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비한 휴대폰과 같은 단말기에서 단말

기를 리모콘 모드로 변환시킨 후 원래 장착된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리모콘 UI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도 5 및 도 6과 같이 각각의 키에 기능을 나타내는 별도의 표시를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

다.

도 3의 과정을 통해 무선 단말기(10)에서 AP(20)로 리모콘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 AP(20)에서 해당 리모콘 데이터를 처

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도 7을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10)에서 전송되는 가전기기 제어 데이터를 AP(20)에서 처리하여 해당 가전기기(30)로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동작 플로우챠트이다.

먼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단말기(10)로부터 WLAN 데이터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S201).

이어, AP(20)는 수신된 데이터 중 리모콘 모드 데이터값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S202).

판단결과, 리모콘 모드 데이터값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 WLAN 데이터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무선 데이터 전

송 처리를 수행하고(S203), 반대로 리모콘 모드 데이터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값이 가전기

기 데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값인지를 검색한다.

검색결과, 해당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값이 가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값인 경우, 해당 가전기기는 AP(20)

가 관리하는 스폿 영역내에 존재하는 가전기기로 판단하여 해당 가전기기에 대한 IP 주소 정보 및 단말기로(10)로부터 수

신한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가 부가된 데이터 포맷을 생성하여(S206) 해당 가전기기로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S207).

그러나, 상기 S204단계에서 해당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값이 가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전

기기는 AP(20)가 관리하는 스폿 영역내에 존재하지 않는 가전기기라고 판단하여 단말기(10)에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S205).

요약하면, AP(20)는 단말기(10)로부터 전송되는 WLAN 데이터가 수신되면, 수신된 데이터에서 리모콘 모드(예를 들어,

0x5e) 값이 수신되었는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수신된 해당 데이터가 리모콘 모드 데이터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이면 정상적으로 무선데이터 처리를

하고 리모콘 모드 값을 수신하면 리모콘 모드임을 인지하고 가전기기 종류값을 가전기기 테이블에서 검색한다.

이때, 해당 가전기기 종류값이 가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면 단말기로 해당 가전기기가 스폿 영역안에 존재하지 않

음을 에러 메세지로 전송시킨다.

그러나, 만약 해당 가전기기가 테이블에 존재하면, 해당 가전기기(30)는 AP(20)가 관리하는 무선 영역안에 존재함을 나타

내며 [해당 가전기기 IP 주소 + 수신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30)로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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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AP(20)로부터 가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콘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30)로 전송하게 되면, 해당 가전기기

(30)에서는 수신된 리모콘 데이터에 따라 해당 기능을 제어하게 되는데, 해당 가전기기(30)내에서 AP(20)로부터 수신한

리모콘 데이터에 따라 해당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동작을 설명하기에 앞서, 가전 기기 제어 스택 구조를 도 8을 참조하여

살펴보자.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를 위한 가전기기내의 제어 스택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전 기기 제어 스택 구조는, WLAN 하드웨어(WLAN Hardware),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

(WLAN Device Driver),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Input Data Adaptation Layer),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Input Data

Transmission Routine) 및 메인 프로그램(Main Program)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WLAN 하드웨어(WLAN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가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가전기기의 메인 프로그램으

로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WLAN 통신 데이터인지를 구분한다.

구분 결과, 수신된 데이터가 메인 프로그램으로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인 경우 수신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으

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일반적인 통신 데이터라면 정해진 처리 루틴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에서는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리모콘과 무선 단말기의 키 값이 상호 매핑

된 테이블에 따라 리모콘 입력 신호로 전환하여 다시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으로 전송하면, 리모콘의 IR 신호를 통하여 메

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과정이 진행되어 메인 프로그램은 입력 신호에 정의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스택 구조를 갖는 가전 기기내에서 AP(2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

하여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제어방법에 있어서, 가전기기 내에서 수신한 제어 데이터값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동작 플로우챠트이고,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가전기기 내에서 수신한 제어 데이터값 처리 과정을 좀더 상

세하게 나타낸 동작 플로우챠트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AP(20)로부터 전송된 WLAN 데이터를 도 8에 도시된 WLAN 하드웨어(WLAN 수신부)에

서 수신하여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제공한다(S301).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수신된 WLAN 데이터에서 리모콘 모드 코드값을 분석하여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여(S302)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인지 일반적인 WLAN 데이터인지를 구분한다(S303).

만약, 수신된 데이터가 리모콘 데이터가 아닌 일반적인 무선 데이터(WLAN 데이터)인 경우, 일반적인 WLAN 데이터 처리

루틴으로 전송하여(S304)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S305).

그러나, S303 단계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리모콘 데이터인 경우, 도 8에 도시된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에서 수신된 리모콘

데이터중 해당 가전기기 기능 제어 코드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된 제어키 값을 일반적인 가전기기에서 사용하는 IR 코드

값으로 변환하게 된다(S306).

이렇게 변환된 IR 코드값은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을 통해 메인 프로그램으로 인터페이싱된다(S307).

따라서, 메인 프로그램은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으로부터 인터페이싱된 IR 코드값을 이용하여 해당 가전기기의 기능을 제

어하게 되는 것이다(S308).

즉, 도 9는 무선 단말기(10)의 WLAN 신호에 의하여 전송된 데이터가 AP(20)를 거쳐 해당 가전기기(30)에 무선으로 도착

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각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낸 것으로서,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WLAN 데이터가 발생하면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데이터를 읽어 리모콘 신호인가를 검사한다.

리모콘 모드 신호가 아니면 일반적인 무선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만약 리모콘 신호(예를 들어, 0x5e)이면 키 값

변환을 위해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에서 키 변환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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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에서는 수신된 데이터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여 메인 프로그램에서 수신된 데이터에

따라 각 기능별로 음량이나 화면 밝기, 채널변경 등 구체적인 가전기기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방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AP(20)로부터 전송된 WLAN 데이터를 도 8에 도시된 WLAN 하드웨어(WLAN 수신부)

에서 수신하여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제공한다(S301).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수신된 WLAN 데이터에서 리모콘 모드 코드값을 분석하여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여 가전

기기 리모콘 데이터인지 일반적인 WLAN 데이터인지를 구분한다(S302).

상기 구분 결과, 수신된 데이터가 WLAN 리모콘 데이터인 경우,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에서는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

로부터 가전기기 제어 키값(예를 들어 0x59)을 수신한다(S306-1).

가전기기 제어 키값을 수신한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에서는 가전기기 제어 키 값을 해당 가전기기에서 사용하는 IR 데이터

로 변환한 후(예를 들어, 0x59 →0x97100059)(S306-2), 상기 변환된 가전기기 제어 IR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

으로 전송한다(S306-3).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에서는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으로부터 전송되는 가전기기 제어 IR 데이터를 수신하고(S307-1), 수

신된 가전기기 제어 IR 데이터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게 된다(S307-2).

따라서, 메인 프로그램은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으로부터 전송된 가전기가 제어 IR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기능을 제어하

게 되는 것이다(S308).

한편, 사용자가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해당 가전기기의 IR 리모콘을 이용하여 가전기기 제어 IR 신호를 전송하면

(S309), 가전기기에 장착된 도 2에 도시된 IR 수신부를 통해 IR 신호(예를 들어 0x97100059)를 수신하게 된다(S310).

이렇게 수신된 IR 신호는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 및 메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은 WLAN 디바이스 드라이버로부터의 리모콘 데이터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가 리모콘 데이터가

입력되면, 메인 프로그램에서 인식 가능한 리모콘 데이터로 변환한 후, 입력 데이터 전송 루틴으로 전달한다.

각각의 가전 기기들은 지금 현재 저마다 IR 리모콘 입력을 받아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 기기의 IR 입력단

(Input Data Transmission Routine) 전에 위치한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Input Data Adaptation Layer)은 WLAN으로부

터 전송된 데이터를 해당 기기의 IR 리모콘의 입력 신호로 바꾸어 IR 입력단 (Input Data Transmission Routine)으로 재

전송 하도록 함으로서, WLAN의 리모콘 데이터를 마치 해당 기기의 IR 리모콘 입력 신호로 인식하도록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입력 데이터 적응 계층은 각 기기들의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WLAN 신호를 받아 리모콘 입력으로 전송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WLAN 모듈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데이터 송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

로 구성될 수 있다.

결국, WLAN 단말기에서 리모콘 모드로 버튼 1(데이터값 예, 0x59) 을 눌렀을 때와 해당 기기의 일반적인 IR 리모콘에서

버튼 1 (데이터값 예, 0x97100059)을 눌렀을 경우 동일한 기능을 제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무선기능을 가진 단말기

를 이용하여 리모콘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써, 기존의 적외선 리모콘을 통해 다수의 가전기기를 제어하던 것을

802.11x의 무선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통해 댁내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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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 폰, PDA이나 VoIP 단말기 또는 기타 무선기능이 내장된 단말기를 통해 댁내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PDA등과 같이 별도의 영상표시장치가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는 리모콘과 동일한 모양의 UI를 제공함으로써 마치 리

모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휴대폰과 같이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만 있는 단말기는 키에 리모콘 기능을 나

타내는 별도의 표시를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

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무선 단말기와, 무선 단말기와 WLAN으로 연결된 AP를 통해 댁내에 설치된 다수의 가전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상기 가전 기기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 리모콘 모드 데이터, 상기 다수의 가전 기기 중 제어하고자 하

는 가전기기 및 해당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 선택 데이터를 포함한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상기 WLAN을 통해 상기 AP

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AP에서는 무선 단말기로부터 WLAN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리모콘 모드 데이터인지를 판단하고, 리모콘 모드 데

이터인 경우,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값이 기 설정된 기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데이터인 경우, 해당 가전기기의 IP 주소 정보와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로 WLAN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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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당 가전기기는 상기 AP로부터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가전기기 기능 제어 데이터를 IR 데이터

로 변환한 후, 변환된 IR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해당 기능을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AP로부터 수신된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코드값을 분석하여 수신된 데이터가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인지 일반적인 WLAN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단계;

상기 구분 결과, 수신된 데이터가 WLAN 리모콘 데이터인 경우, 상기 가전기기 기능 제어 코드를 해당 가전기기에서 사용

하는 IR 데이터로 변환하여 해당 기능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상기 WLAN을 통해 상기 AP로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가전 기기를 원격 제어하기 위한 리모콘 모드를 설정하는 단계;

리모콘 모드 설정 후, 상기 다수의 가전 기기 중 제어하고자 하는 일 가전기기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가 선택된 경우, 선택된 가전기기에 대한 리모콘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디스플레이된 해당 가전기기의 리모콘 화면을 통해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리모콘 모드에 대한 코드, 상기 선택된 가전기기에 대한 코드 및 상기 선택된 해당 가전기기의 기능 제어 코드

를 생성하여 생성된 각 코드값에 헤더 정보를 부가하여 상기 네트워크 전송 포맷으로 포맷팅한 후, 상기 포맷팅된 가전기

기 리모콘 데이터를 WLAN을 통해 상기 AP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는,

802.11x 무선 서비스 기능을 갖는 단말기, PDA, 스마트폰, 무선 VoIP폰 중 적어도 하나의 단말기인 무선 단말기를 이용

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로 WLAN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WLAN을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리모콘 데이터 중 리모콘 모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판단결과, 리모콘 모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기 설정된 가전기기 데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검색하는 단계;

등록특허 10-0534611

- 12 -



상기 검색결과, 해당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기 설정된 기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데이터인 경우, 해

당 가전기기의 IP 주소 정보와 해당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로 WLAN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무선 단말기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가전 기기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 상기 무선 단말기를 리모콘 모드로 설정한 경우, 리모콘 모드 설정 데이터, 상기 다

수의 가전 기기 중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 종류 데이터 및 해당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 선택 데이터를 포함하는 가전기

기 리모콘 데이터를 상기 WLAN을 통해 전송하는 무선 단말기;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WLAN을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값이 기

설정된 기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데이터인 경우, 해당 가전기기 IP 주소, 리모콘 모드 코드, 가전기기 코드,

가전기기 기능 제어코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리모콘 데이터를 해당 가전기기로 WLAN을 통해 전송하는 AP;

상기 가전기기내에 장착되어 상기 AP로부터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가전기기 기능 제어 데이터를 IR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환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가전기기의 기능을 제어하는 가전기기 제어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가전기기 제어수단은,

상기 WLAN을 통해 AP로부터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수신하는 WLAN 데이터 수신부;

상기 WLAN 데이터 수신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에 포함된 리모콘 모드 코드값을 분석하여 데이터

의 종류를 구분하여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인지 일반적인 WLAN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WLAN 데이터 분석부;

상기 WLAN 분석부에서 분석 결과 수신된 데이터가 WLAN 리모콘 데이터인 경우, 상기 가전기기 기능 제어 코드를 해당

가전기기에서 인식 가능한 IR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변환부;

상기 데이터 변환부를 통해 변환된 IR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가전기기의 기능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

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는,

802.11x 무선 서비스 기능을 갖는 단말기, PDA, 스마트폰, 무선 VoIP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

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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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는,

상기 가전 기기를 원격 제어하기 위한 리모콘 모드를 설정하고, 리모콘 모드 설정 후, 상기 다수의 가전 기기 중 제어하고

자 하는 일 가전기기 및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의 해당 기능을 선택하는 키 입력부;

상기 키 입력부를 통해 제어하고자 하는 가전기기가 선택된 경우, 선택된 가전기기에 대한 리모콘 영상을 디스플레이장치

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부;

상기 설정된 리모콘 모드에 대한 코드, 상기 선택된 가전기기에 대한 코드 및 상기 선택된 해당 가전기기의 기능 제어 코드

를 생성하여 생성된 각 코드값에 헤더 정보를 부가하여 상기 WLAN 전송 포맷으로 포맷팅한 후, 상기 포맷팅된 데이터를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로 상기 WLAN을 통해 상기 AP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

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AP는,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WLAN을 통해 전송되는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된 리모콘 데이터 중 리모콘 모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리모콘 모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가전기

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기 설정된 가전기기 데이블에 존재하는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검색하는 비교 판단

부;

상기 비교 판단부에서 데이터 검색결과, 해당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기 설정된 기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는 가전

기기 데이터인 경우, 해당 가전기기의 IP 정보에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가전기기 리모콘 데이터를 부가한 해당

가전기기로 WLAN을 통해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상기 해당 가전기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가전기기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전기기는 관리 영역내에 존재하

지 않는 가전기기라고 판단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로 WLAN을 통해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가전기

기 원격 제어 시스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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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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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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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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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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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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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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