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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장식용 조명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시스템의 블록도

제 2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라이트 스트링 (light string)을 주로 보이는 개략도.

제 3도는 제 1도의 2진 카운터/디바이더의 동작을 나타내는 파형도

제  4도는  트라이액  (triac)의  절환(switchin뜨)  주파수가  AC전원  전압의  주파수와  거의  동일할  때 
제 1 및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의 동작을 나타내는 파형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2, 14, 16 : 트라이액                                20 : 게이트 단자

22, 24 : 제1 및 제 2주 단자                              26 : 2차 권선

28 : 변압기                                                     30,32 : 부동 단부(浮動 端部)

34 : 1차 로일                                                   40 : 카운터/디바이더

42 : 오실레이터                                               50 : 수신기

52 : 송신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장식용  조명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복수의  라이트  스트링을  사용하는 크리스
마스트리용에 특히 적합한 조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은  크리스마스트리와  같은  장식용  라이트(fT)들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득하다 
예를들리,  과러한  용도의  시스템들의  본보기로  미국  특허  제1,579,649호와  제2,453,925호와 제

2,878,424호와 제3,6:14,528호와 제3,934,249호 및 제4,215.277초들을 주사하여 살펴본다.

전술한  특허들중  특히  특허  제4,215,277호를  주시하여  보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트리용 
라이트  스트링  (lIGHT  STRING)과  같은  다수의  라이트  스트링들을  순차로  점등시키는  제어기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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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  제어기는  110볼트의  교류  전원과,  병렬로  접속된  복수의  백열등(tT)들로  구성된 라이
트  스트링과의사이에  직렬로  각각  접속된  다수의  솔리드  스테이트(solid  state)  스위치  또는 트라이
액들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트라이액들은  이  트라이액들을  순차로  여기하는  프로=1램 
가능한  링  카운터  (RING  COUNTER)에  의해  제어된다.  이  카운터는,  차례로  사용자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레이트(rate)로  오실레이터에  의해  공혼된  클럭  펄스에  의해  절환된다  트라이액이  여기될  때, 
그것은  110볼트  교류  전원  전압을  거기에  접속된  라이트  스트링에  인가하여  동일한  방씩으로 스트링
살의 모든 램프들을 점등시킨다.

본  발명은  동일한  스트링상에서  색,  명멸(明滅)  속도  및  휘도(輝度)의  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
양한  시각(視覺)효과를  달성하도록  복수의  라이트  스트링을  원격  제어하기  위한  개선된  시스템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양호하게  원격으로  제어되는  사용자  스위치에  의해  결정된  속도로  클럭 펄
스를발생하는  오실레이터를  포함한다  상기  클럭  펄스는  복수의  이진  스테이지,  예를  들어  4를  갖는 
이진  카운터l디바이더를  구동한다.  각  스테이지는  예를  들어  스테이지  A가  112  클럭  속도로 절환하
고,  스테이지 B가 114  클럭 속도로 절환하고,  스테이지 C가 Iy8  클럭 속도로 절 환하도록 다른 솔리
드  스테이트  스위치,  바람직하게는  트라이액을  제어한다.  또한  각  트라이액은  사용자  스위치에  의해 
"온(on)"  또는  "오프(off)"상태로  절환되고  유지될  수  있다.  각  트라이액은  다른  라이트  스트링을 
저  전압  교류  전원에  접속하여  트라이액이  여기될  때  거기에  접속된  라이트  스트링의  램프들이  전원 
전압에 의해 단독으로 여기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  라이트  스트링은  병렬로  접속된  발광  다이오드(LED)들로 구
성된다.

본  발명의 한  특징에 의하면,  제1  및  제  2그룹의 단색 발광 다이오드들은 동일한 라이트 스트링상에 
역극성  배향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  스트링과  직렬로  접속된  트라이액이  AC전원  전압의  하나  이상의 
전(全)  사이클동안  온  상태로  유지될  때,  두개의  LED그룹들을  전체  휘도로  여기된다.  그러나, 트라
이액의  온-상태지속기간을  전원  전압의  전  사이클미만으로  한정함에  의해,  동일한  스트링상의  두 
LED그룹들로부터  방출된  광(光)은  독특한  시각효과를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만일  상기  트라이액이 
전원 전압의 포지티브(positive) 반(半) 사이클동안만 온-상태이면, 제 1 LED그룹만 
발광(發光)한다.  한편,  만일  상기  트라이액이  전원  전압의  네거티브(negative)  반  사이클동안만 온-
상태라면,  제  2LED그룹만  발광한다.  상기  트라이액의  온-상태가  AC  전원  전압에  대해  이들 조건들사
이에서 변이함으로서,  제1  및  제  2  LED그룹의 여기는 변화한다.  이  특징은 단일 라이트 스트링이 복
수의 시각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일스트링은 가끔 그것의 그룹 1  LED를(예를 들
어, 명멸 적 색광으로) 그리고 때때로 그것의 그룹 2 LED를(예를 들어, 명멸 녹색 광으로) 
여기한다.  게다가,  상기  스트링들은  두  LED그룹들이  일제히  명멸하거나  함께  온-상태로  머물도록 여
기될 수 있다.

상기 양호한 실시예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3색  LED들은 또한 하나 또는 두 그릅의 단색 LED와  함께 
또는 없이 하나의 라이트 스트링상에 병합된다.  상기 3색 LED들은 제1,  제2  또는 제 3색,  예를 들면 
적색,  노랑색  또는  녹색중  어느  한색의  빛을  방출한다.  게다가,  상기  트라이액의  온-상태가  전원 전
압에 대해 변이함에 따라, 상기 발광은 점차 색을 변화한다.

상기 양호한 실시예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상기 교류 전원 전압은 매우 낮은 레벨로,  예를 들면 
3.2볼트로  상기  LED에  인가되고,  그리하여  시스템의  전기적인  안전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크리
스마스트리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한다.

상기  양호한  실시예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전술한  사용자  스위치들은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조작될수 있는 휴대용 송신기에 의해 원격 제어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조명 시스템의 블록도를 예시하고 있는 제  1도를 참고하여 본다.  후술되는 바
와  같이,  제  1도의  시스템은  동일한  스트링상에서  색과  명멸  속도와  휘도의  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하
고  다양한  시각효과를  달성하도록  원격  제어될  수  있는  복수의  라이트  스트링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많은  장식용  조명  용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특히  크리스마스트리를 밝히는
데 적합하다.

제  1도의  시스템은  다수의  게이티드(gated)  솔리프  스테이트  이방향성  스위치,  바람직하게는 트라이
액(10:12,  14,  16)들을  포함한다.  각  트라이액은  게이트  단자(20)와  제1  믹  제  2주  단자(22  및 24)
들로  구성된다.  Dl  1도에  도y.1된  바와  같이,  상기  트라액의  주  단자(22)들은  공통으로  접지에 접속
되어  있다.  각  트라이액들의  주  단자(22)는  하나의  개방  단자쌍을  통해  변압기  (28!의  2차 권선(2
6)에  접속되어  있다.  좀더  상세히  말하면.  트가이액(10)의  주  단자(24)는  개방 단자쌍(Tl A  및 TlB )을 

통해  접속되어  있다.  비슷하게,  트라이액(12)의  주  단자(24)은 단자(T2A/T2B )들을  통해  접속되고, 트

라이액(14)은 단자(T3A/T3B )들을  통해  전속되고,  트라이액(16)은 단자(T4A/T4B )들을  통해  접속된다. 

단자(TlB,T2B,T3B,T4B )들은  공통으로2차  코일(26)의  부동  단부(30)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2차 코일

(26)의 다른 부동 단부(32)는 접지에 접속되어 있다.

제 2도와 관련하여 후술되는 바와 같이,  다른 라이트 스트링은 제 1도에 나타낸 각 개방 단부쌍, 예
를  들어 TlA/TlB 사이에  접속된다.  라이트  스트링의  상세  (詳細)는  후술되지만  이  단계에서 트라이액

이  통전으로  게이트될  때  2차  코일(26)에  의해  발생된  교류  전원  전압이  통전중의  트라이액과 직렬
로  라이트  스트링양단에  인가되는  것을  이해하기엔  충분하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2 코일
(26)은  주파수  Fl,  예를들어  60Hz로  저레벨의  전원  전압,  예를  들어  3.2볼트를  발생한다.  도시된 바
와 같이, 변압기 (28)의 1차 코일(34)은 표준 110볼트의 교류 전원 양단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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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라이액  (10,  12,  14,  16)들의  게이트  단자(20)들은  다단(多段)  이진  카운터/디바이더  (40)의 
다른  스테이지  출력  단자들에  각각  접속된다.  상기  카운터/디바이더  (40)는  선(44)상에  클럭  펄스를 
제공하는  오실레이터  (42)에  의해  구동된다.  상기  오실레이터  (42)는  오실레이터  (42)에  접속된 실
효  저항  및  커패시턴스(즉,RC  시정수)에  의해  정의된  주파수  F2로  클럭  펄스를  출력한다  」11  1도는 
오실레이터  (42!의  RC  시정수를변화시키도록  선택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4개의  사용자  스위치  (S1, 
S2,  S3  및  S4)들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있다.  상기  스위치(S1,  S2,  S3,  S4)들의  각각은,  예를  들어 
스위치(S4)가  그것의  하부  위치로  절환되었을때,  저항(R4)이  상기  오실레이터  (42)의  실효  저항으로 
통전되도록  제1  및  제  2위치사이에서  절환가능하다.각각  제1  또는  제  2상태중  어느  하나로 동작가능
한,  제공된  네개의  스위치로  16개의  다른  RC  시정수들이제공될  수  있고  :1리하여  오실레이터  (42)가 
16개의  다른  분리  주파수로  클럭  펄스를  출력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하면, 
이들 주파수(F2)들은 20Hz 내지 130Hz 사이의 범위에서 가변될 수 있다.

선(44)상에  오실레이터  (42)에  의해  출력된  클럭  펄스들은  다단  이진  카운터  (40)를  구동한다. 양호
한  실시예에서,  카운터  (40)가  다음  표로  나타낸  16개의  다른  상태를  순차  정의할  수  있는  네 스티
이지들로 구성된다고 하자 :

스테이지  A의  출력은  클럭  펄스의  주파수를  112로  절환하는  반면에  스테이지  B.C,D의  출력은  가해진 
클럭 퍽스의 주파수를 1/4,  l/8,  1/16로  각각 절환한다.  스테이지 A,B,C  및  D의  출력들은 각각 트라
이액(10,12,  14  및  16)들의  게이트  단자(20)들에  각각  접속된다.  트라이액은  그것의  게이트  단자가 
하이  (high)일  때통전으로  게이트된다고  하자.  상기  트라이액이  통전으로  게이트될  때,  그것은  2차 
코일(26)에  의해  공급된전원  전압의  극성에  따라  전술한  개방형  라이트  스트링  단자들사이의  어느 
한 방향으로 전류가 통전되게 할수 있는 이방향성 스위치장치로서 동작한다.

상기  게이트  단자(20)들은  상기  카운터/디바이더  (40)의  출력에  의해  제어하는데에  더하여,  또한 분
리  스위치  (s5,s6,s7,s8)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이들  스위치들이  닫혀졌을  때,  그것들은 트라이액
을  통전상태로  유지하도록  동작하는  포지티브  전압에  상기  트라이액의  게이트  단자(22)들을 접속한
다.

제  1도에서의  상기  스위치들은  수동으로  조작되는  단일극  스위치들로  구성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애  의하면,  상기  스위치들은  휴대용  원격  송신기  (52)에  의해  송신된  지령  신호에 응
하여  수신기(50P애  의해  제어된다  상기  송신기  (52)  및  수신기  (50)는  적외선  또는  무선  주파 에너
지의  전달에  의해  통신될  수  있는  장치이다  이용된  특정  주파수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원격  송신기 
(52)가  비디오  카셋트  레코더를  제어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송신기들과  유사하다.  상기  송신기를 이
용하여  사용자는  상기  스위치  (S1-S8)들중의  선택된  하나를  닫히도록  스위치  지령을  선택적으로 발
생시킬 수 있다 스위치 (S1-S4)는 오실레이터 (42)에 의해 출력된 클럭 괼스들의 주파수를 
제어한다.  각  스위치  (55-58)가  닫혀졌을  때  거기에  접속된  트라이액을  통전  또는  온(on)상태로 유
지하도록 상기 트라이액에 인에이블 게이트 신호를 공급한다.

이와  같이  기술한  바와  같이  제  1도치  시스템은  복수와  라이트  스트링들을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이
러한각  라이트  스트링은  한쌍의  단자들,  베를  들면  제  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TIA  및  TIB  사이에 
접속된다.이제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라이트  스트링을  도시하핀  있는  제  2도를  주시하여  본다. 예
를 들어 라이트 스트링 (Ll)은  단자들 Tl A  및 Tl B  사이에 접속된다.  유사하게,  라이트 스트링 (L4)은 

단자들 T4 A  및 T4 B  사이에  접속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각  라이트  스트링은  병렬로  접속된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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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다이오드들로  구성된다.그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라이트  스트링은,  각각  LEDI  및 LED2로
서  나타낸,  제1  및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을  포함한다.  상기  제  1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1)
들은  모두  제  1극배향으로  서로  병렬로접속된다  ,  즉  애노우드들은  단자  TIA와  접속되고 캐소우드들
은  단자 Tl5 에  접속되어  있다.  한편,  상기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2)들은  모두  병렬로  그러나 

제  1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I)들의  극배향과반대의  극배향으로  접속되어  있다.  즉,  제  2그룹의 발
광  다이오드(LED2)의  애노우드들은  단자 TlB 에  접속되고,  캐소우드들은  단자 TlA 에  접속되어  있다. 

두  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이  단일  라이트  스트링상에  반대  극배향으로  접속되어,  상기  두 다이오드
그룹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변화되고 족한 시각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어떻게  두  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1  및  LED2)들이  다른  시각효과를  발생하도록  동작하는가를 이해
하기  위하여.  오실레이터  (42)가  120Hz의  주파수로  클럭  펄스를  제공하는  제  3도를  고려하여  보자 
이것은  카운터/디바이더  (40)의  출력단자(A,  B,C  및  D)들이  각각  60Hz,30Hz,  15Hz  및  7112Hz로 절환
하는 것을 의ㅁ11 한다.

제  4도는  카운터/디바이더  (40)의  출력  (A)를  변압기의  2차  권선(26)에  의해  제공된  60Hz의  전원 전
압에데한  0∼180°의  다른  이상(異相)  각도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트라이
액(10)이  출력(J3l)이  하이(high)인  구간동안  통전  한다고  하자.  출력  (A)이  전원  전압과  위상이 동
일할  때  제  1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I)들이  60Hz  비율로  바이어스되어  온상태인  한편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2)들은완전히 바이어스되어 오프상태이라는 것을 유의하자.

출력  (A)과  전원  전압사이의  45°의  이상(異相)에  대해,  제  1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I)들은 전술
한  0°이상(異相)에  대해서  보다  약간  더  낮은  휘도로  바이어스된  온상태이고  상기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2)는  60Hz의  비율로  그러나  저  휘도로  통전  개시한다는  것을  유의하자.  출력  (A)과 상
기  전원  전압사이의  90°  이상때  대해,  상기  다이오드(LEDI  및  LED2)들은  60Hz의  비율로  둘다 통전
한다.  135°  이상에  대해,  상기  제  1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I)들은  60Hz에서  저휘도로  통전하는 
반면  상기  제  2그룹의  발광다이오드(LED2)들은  역시  60Hz에서  더  높은  휘도로  통전한다.  180° 이상
에  대해,  상기  다이오드(LED2)들은  60Hz의  비율로  바이어스된  온상태인  반면에  상기 다이오드(LED
I)들은 완전히 바이어스된 오프상태이다

이와  같이,  제  1  및  제  2그룹의  다이오드(LEDI  및  LED2)들은,  비록  동일한  스트링상에  있을지라도, 
싱기  카운터/디바이더  (40)의  출력  (A)이  전원  전압과  동일한  그러고  그것을  벗어난  위상으로 절환
하는 것과 같이 서로 독린하여 동작하도록 나타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 1
그룹의  발광  다이오드(LEDI)들은  1색의  단색  장치들로  구성하고  반면에  제  2그룹의  딸광 다이오드
(LED2)들은  다른색의  단색  .장치로  구1,(한다.  만일  발광  다이오드가  60Hz로  온-바이어스되었다면, 
관찰자에게  일정하게  온상태로나타날  것이다  명멸  효과는  상기  트라이액플을  저주파수  속도로,  예를 
들어  제  3도의  출력  C와  D로  나타낸  비율로  절환함에  의해  달성된다.  예를  들어,  상기  클럭 펄스들
이  앞에서  가정된  바와  같이  120Hz의  속도로  제공되었을지라도,  카운터/디바이더  (40)의  출력  (C와 
D)들은 거기에 접속된 상기 트라이액들을 각각15 및 7.5Hz로 절환한다

이와 같이,  두 그룹의 단색 발광 다이오드들,  예를 들어 그룹 LEDI  및  LED2들은 외관상 다른 시각효
과를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극히 배치된 단색 발장 다이오드들의 그룹들 대신에 또는 그것들과 함
께,  3색발광  다이오드i80)들이  적용될  수  있다.  3색  다이오드(80)들은  상업적으로  구입가능하고 전
형적으로  공통하우징이나  외함내에  내장된  역극  단색  발광  다이오드들로  구성된다  상기  하우징내의 
다이오드들중  하나가통전될  때,  그건은  제  1색의  빛,  예를  들어  적색들  방출하고  다른  다이오드가 
통전될 때  그것은 제  2색,  예를 들어 녹색을 발하고,  공통 하우징내의 양  다이오드들이 함께 통전될 
때  그것들은  제  3색의  광,  예를  들어  노랑색을  발생한다  3색  발광  다이오드(80)가  2차  권선(26)에 
의해 공급된 전원 전압과 동일한 그리고벗어난 위상으펄 절  환하도록 제  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
작하는  트라이액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3색LED는  제  1색에서  제  2색으로  그리고  제  3색등(等)으로 
점차 절환하도록 나타나는 광을 발생한다.

전술한  것으로부터,  조명  시스템이  크리스마스트리들을  밝히는데  특히  적합한  복수의  시각효과를 달
성할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광  다이오드들로  구성하는  램프들을 
갖는  라이트  스트링들을  이용함에  의해,  상기  램프들은  예를  들어  3.2볼트의  매우  낮은  레벨의  전원 
전압을  이용하여  여기될  수  있고,  그리하여  가정용  크리스마스트리를  위한  매우  안전한  조명 시스템
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라이트  스트링상의  발광  다이오드들을  반대  극성의  배향으로  접속함에 
의해,  상기  두  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은  다소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유별난  그리고  만족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나타난다.  본  발명의  양호한실시예의  다른  주요  특징에  의하면,  상기  클럭 펄스들
이  상기  라이트  스트링을  절  환하도록  상기  카운터/디바이더에  제공된  주파수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
되는 원격 송신기에 의해 바람직하게 제어되는 사용자 스위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비록 단일 쌍
극  쌍투  스위치들이  도시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스위치  구성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스
위치  (51-54)들의  뱅크(bank)대신에,  연속  가변  스위치가  오실레이터(42)의  주파수를  더욱  정밀하게 
조절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가  여기에  발표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변경  및  변형  예들이  당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잔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는 이러한 변형 및 변
경을 포함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및  제  2단자들과,  상기  제1  및  제  2단자들  사이에  병렬로  접속된  제  1그룹과  상기  제  1그룹과 
병렬로  접속되나  반대  극배향을  갖는  제  2그룹을  포함하는  복수의  발광  다이오드들을  갖는  제 1라이
트 스트링과 ,  제1  및 제 2주 단자들을 갖고,  상기 제1  및 제 2주 단자들 사이에서 양 방향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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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하도록  온(on)상태  또는  상기  제1  및  제  2주  단자들  사이에서의  통전을  차단하도록 오프(off)상
태의  어느  하나로  동작가능한스위치수단과  ;  주파수  Fl으로  교번하는  전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전
원수단과  ;  상기  전원수단을  상기라이트  스트링의  제1  및  제  2단자들과  상기  스위치수단의  제1  및 
제  2주  단자들과 직렬로 접속하는 수단과 소정 주파수 F2로  연속 클럭 펄스들을 발생하기 위한 수단 
;  및  상기  클럭  펄스들에  응하여,  상기  전원  전압의  포지티브  반  사이클동안  상기  제  1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을  통해  그리고  상기  전원  전압의  네거티브  반  사이클동안  상기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
드들을  통해  전류를  도통시켜  상기  제1  및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이  다른  휘도로  여기되도록 
상기  온-상태로  상기  스위치수단을  주기적으로  절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
용 조명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펄스  주파수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조명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펄스  주파수를  변화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이  제1  및  제  2스위치들과 ,
스위치  지령  신호들을  송신하기  위한  원격  송신기와  ;  상기  제1  및  제  2스위치들에  접속되고  상기 
지령신호들에  응하여  상기  스위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수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조명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송신기가  사용자에  의해  수동  조작가능한  손잡이  수단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장식용 조명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수단이  상기  전원  전압의  하나의  전(全)  사이클이하(以下)의 지속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상기 온-상태로 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조명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이 제 1색의 광을 발하는 단색장치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이  제  2색의  광을  발하는  단색장치들을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장식용 조명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발광  다이오드들이  제1  또는  제2  또는  제  3색의  광을  선택적으로 방
출하기 위한 3색 장치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조명 시스템.

청구항 8 

다양한  시각효과를  발생하도록  다수의  물리적으로  분포된  램프들을  여기시키기  의한 시스템으로서,
클럭  펄스열을  발생하고,  상기  클럭  펄스들을  주파수 Fl1 ,으로  발생하도록  제  1상태로  조작가능하고 

상기클럭  펄스들을  주파수 Fl2 으로  발생하도록  제  2상태로  조작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오실레이터 스

위치수단을포함하는  오실레이터와  ;  선택된  스위치  지령들을  송신하기  위한  원격  송신기와  ,  상기 
스위치  지령들에  응하여  상기  오실레이터  스위치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수신기와  .  주파수  F2로 교번
하는 저레벨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수단과 ;  게이트 단자와 제1  및 제 2주 단자들을 갖고,  상기 
주  단자들사이에  전류를  양방향으천  도통시키기  위하여  온-상태로  그리고  상기  주  단자들사이의 통
전(고를)을  차단하기  위해  오프-상태로  동작가능한  트폭이액과  ;  제1  및  제  2단자들을  갖고, 고들사
이에  병렬로  접속된  복수의  램프들을  포함하는  라이트  스트링과  ;  상기  전원수단과  상기  트라이액의 
주 단자들들 상기 라이트 스트링의 제1  및 제 2  단자들에 직렬로 접속하는 수단과 ;  상기 클럭 펄스
들에  응하여  상기  트라이액을  상기  온-상태로  절환하도록  게이트  신호를  상기  트라이액의  게이트 단
자에  주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어수단과  ,  를  포함하고,  상기복수의  램프들이  제1  및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을  포함하고  ;  상기  제  1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이  상기  제1  및  제  2단자들  양단에 
병렬로 접속되고 공통 극배향을 갖고 ;  상기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이 상기 제1  및 제 2단자들 
양단에  병렬로  접속되고  상기  제  1그룹과  반대의  공통  극배향을  가짐을  특징으로하는  다양한 시각효
과를 발생하도록 다수의 물리적으로 분포된 램프들을 여기시키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그룹의  상기  발광  다이오드들이  상기  제  2그룹의  상기  발광 다이오드들
과  다른색의  광을  발생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시각효과를  발생하도록  다수의  물리적으로  분포된 
램프들을 여기시키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달광  다이오드들이  제1  또는  제2  또는  제  3색의  광을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포참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시각효과를  발생하도록  다수의  물리적으로  분포된  램프들을 여기시
키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이  선택된  수의  클럭  펄스들의  선택된  수와  동일한  지속기간동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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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온-상태로  상기  트라이액을  절  환하도록  동작가능하고  ,  상기  지속기간이  상기  전원수단의 전압
의  1사이클미만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시각효과를  발생하도록  다수의 물리적
으로 분포된 램프들을 여기시키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이  N스테이지  이진  카운터를  포함하고,  각  스테이지가 출력단자를갖
고  논리  진(眞)  또는  위  (爲)상태중  어느  하나를  한정하고  ;  상기  이진  카운터가  상기  각 출력단자
를  상기진·지  논리상태고  주기적으로  절  환하도록  상기  클럭  펄스를  계수하고  ;  상기  게이트 신호
가  상기  출력단자중하나의  진의  논리상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시각효과를  발생하도록 
다수의 물리적으로 분포된 램프들을 여기시키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복수의  라이트  스트링과  복수의  트라이액물  포함하고,  각  트라이액이  상기 전원수
단과  상기  라이트  스트링의  다른  하나에  직렬로  접속되고  ;  상기  각  트라이액이  상기  이진  카운옳 
출력단자들중  다른  하나에  접속된  게이트  단자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시각효과를 발생하도
록 다수의 물리적으로 분포된 램프들을 여기시키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트가이액을  상기  온-상태로  절환되도록 동작가
능한  트라이액  스위치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고  ;  상기  수신기가  상기  트라이액  스위치수단을 제어하
기  위한상기  스위치  지령들에  응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시각효과론  발생하도록  다수의 물리적으
로 분포된 램프들을 여기시키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5 

제1  및 제 2선들과, 상기 제1  및 제 2선들사이에 병렬로 접속된 제 1그룹과 상기 제 1그룹과 병렬로
접속되나  반대극  배향을  갖는  제  2그룹을  포함하는  복수의  발광  다이오드들을  갖는  제  1라이트 스트
링과 ;제1  및  제  2주  단자들을 갖고,  상기  제1  및  제  2주  단자들사이에서 양  방향으로 통전 하도록 
온(on)상태  또는  상기  제1  및  제  2주  단자들사이에서의  통전을  차단하도록  오프(off)상태의  어느 하
나로  동작가능한  스위치수단과  주파수  Fl으로  교번하는  전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수단과  , 상
기 전원수단을 상기 라이트 스트링의 제1  및 제 2선들과 상기 스위치수단의 제1  및 제 2주 단자들과 
직렬로  접속하는  수단과  ;  상기  클럭  펄스들에  응하여,  상기  전원  전압의  포지티브  반  사이클동안 
상기 제  1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을 통해 그리고 상기 전원 전압의 네거티브 반  사이클동안 상기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을  통해  전류를  도통시켜  상기  제1  및  제  2그룹의  발광  다이오드들이  다른 
시각효과를  발생하도록  상기  전원  전압의  실질적으로  하나의  전(全)  사이클이하의  지속기간동안 상
기  온-상태로  상기  스위치수단을  주기적으로  절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용 
조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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