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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는 저기능의 마이컴이 채용된 가전기기에 저비용/고효율 특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직렬 통신기능을 갖는 저 기능 마이컴이 탑재된 가전기기 네크워크 제어시스

템에 있어서, 가전기기 각각에 대해 마스터-슬레이브(Master-Slave) 방식의 통신구조를 정의하고 그 통신구조에 따

라 응용 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으로 이루어진 통신규격을 설정하며, 직렬 통신기능을 통해 가전기기들

을 연결하여 네트웍망을 구축하고 기설정된 통신 이벤트(Event)가 발생하면 통신구조 및 통신규격에 따라 소정 패킷(

Packet) 단위로 가전기기간에 통신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므로 최적화된 가전기기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고 전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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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간편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며, 각 기기간의 공조를 통해 서로의 동작상태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가전기기/네트워크/마스터-슬레이브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가전기기의 네트웍망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슬레이브 방식의 마스터/슬레이브 겸용 기기간의 통신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슬레이브 통신구조의 세부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하프 듀플렉스 통신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1 리퀘스트-1 리스폰스 통신 싸이클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패킷 에러시 통신 싸이클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1 리퀘스트-멀티 리스폰스 통신 싸이클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1 리퀘스트 통신 싸이클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통신계층의 구분형태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계층간 패킷 통신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전체 패킷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리퀘스트/노티피케이션 패킷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리스폰스 패킷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어드레스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네트워크 코드분류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16은 제품 종류에 따른 그룹 어드레스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설치장소에 따른 그룹 어드레스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설치장소와 제품 종류에 따른 그룹 어드레스를 나타낸 도면

도 19는 이벤트 파일의 헤더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0은 이벤트 파일의 바디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1은 에러발생시 리스폰스 패킷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각 가정 또는 원격에서 가정에 있는 가전기기들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은 거의 상용화단계에 이르러 있다. 초기의 홈 오토메이션의 경우 전화 또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각 기기를 별도로 제

어하는 수준이었고 각 기기간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전기기간의 네트웍망을

구축하고 이 네트웍망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두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가전기기에 적용되는 많은 마이컴들은 직렬 통신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다른 마이컴이나 기기들과 통신할 수 있

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마이컴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메모리 등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다양하다. PC(

Personal Computer)와 티브이 또는 오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제품의 경우 다양한 기본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하여 고

기능의 하드웨어 사양이 채택되므로 많은 데이터량과 빠른 속도의 통신을 위한 규격이 필요하다.

반면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등, 가스 경보기, 스탠드 또는 보일러 등의 경우 그 기능이 상술한 PC 또는 멀

티미디어 제품의 기능에 비해 매우 단순하므로 일반적으로 8비트 이하의 저 기능 마이컴을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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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능 마이컴을 채용한 가전제품의 경우 기본적인 원격제어나 동작상태 모니터링이 주요 통신 목표이기 때문에 소

규모의 마이컴 자원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규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전기기 간의 통신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진행중인 통신 규약들의 경우 상기 PC 또는 멀티미디어 기

기에서 사용되는 고사양의 통신규격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 모뎀과 같은 별도의 통신모듈을 각 기기에 부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상기 고사양의 통신규격을 일부 변형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의 기술에 따른 가전기기는 PC 또는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사용되는 고사양의 통신규격을 적용하여 모뎀과 같은 

별도의 하드웨어 통신모듈을 각 기기별로 부가적으로 설치해야하므로 실제 기능 이상의 불필요한 통신규격 적용에 

의한 비효율성 및 비용증가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는 저기능의 마이

컴이 채용된 가전기기에 저비용/고효율 특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

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직렬 통신기능을 갖는 저 기능 마이컴이 탑재된 가전기기 네크워크 제어시스템에 있어서, 가전기기 각각에

대해 마스터-슬레이브(Master-Slave) 방식의 통신구조를 정의하고 그 통신구조에 따라 응용 계층과 데이터링크 계

층 및 물리 계층으로 이루어진 통신규격을 설정하며, 직렬 통신기능을 통해 가전기기들을 연결하여 네트웍망을 구축

하고 기설정된 통신 이벤트(Event)가 발생하면 통신구조 및 통신규격에 따라 소정 패킷(Packet) 단위로 가전기기간

에 통신을 수행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의 네트웍망을 살펴보면, 도 1과 같이,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된 게이트 웨이를 거쳐 A/V 네트워크에 연

결된 티브이,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기기 제품과, PC 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 스케너, PC 카메라 등의 하위제품들

과, 네트워크 관리기를 거쳐 리빙 네트워크로 연결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전등, 스탠

드, 가스 경보기 등의 제품들로 구성된다. 이때 네트워크 관리기는 별도의 관리기기 또는 사용자의 PC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은 마스터(master)-슬레이브(slave) 방식이 적용된다. 즉, 모든 통신 싸이클은 마스터에 의해 시작되고 

마스터 디바이스에 의해 종료된다. 어떠한 기기도 마스터가 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 선로상의 데이터 흐

름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제품들에 대한 정보와 제어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본 발명은 비교적 저사양의 가전기기간의 네트워크이므로 PC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춘 디바이스만이 

마스터의 모든 기능을 탑재하고 그 이외의 디바이스는 이미 정해진 슬레이브와의 통신 또는 간단한 제어코드에 의한 

통신 등 제한된 기능의 마스터로서의 역할만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이 기본적인 마스터-슬레이브 통신방식을 유지하면서 디바이스간의 직접 통신 즉, 피어 투 피어(peer-t

o-peer) 통신이 가능하도록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논리적으로 공존하는 디바이스를 정의한다. 즉, 도 2와 같이, 물리

적으로 하나의 디바이스이지만 논리적으로 독립된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분되는 디바이스(이하, P2P 디바이스)가 

정의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제품은 P2P 디바이스를 기본으로 하지만 도 3과 같이, 제품의 하드웨어 특성상 마스터, 슬

레이브, 송신전용, 수신전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마스터의 경우 새로운 통신 싸이클을 시작하기 위하여 최종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 내부의 상태변화에 의하여 통

신시작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슬레이브와의 통신을 시작하고 종료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슬레이브의 경우 항상 수신대기 상태이며 스스로 다른 디바이스로 통신을 요 청할 수 없다.

P2P 디바이스의 경우 내부에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논리적으로 공존하는 디바이스로서 최종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 

내부 상태변화에 의하여 통신시작 이벤트가 발생하면 마스터로서 동작하여 통신 싸이클을 주도하며, 해당 통신 종료

후에는 슬레이브로 동작하여 수신대기 상태로된다.

송신전용 디바이스의 경우 하드웨어 특성상 송신만 가능한 디바이스로서, 적외선 리모컨이 이에 해당된다.

수신전용 디바이스의 경우 하드웨어 특성상 수신만 가능한 디바이스로서 적외선 수신기만 장착되고 건전지로 동작하

는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은 도 4와 같이, 하나의 버스를 이용한 하프 듀플렉스(Half-

Duflex) 방식으로 신호전송을 수행한다.

즉, 송신 시에는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고, 수신시에는 다른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송신

하지 않는다. 이는 통신을 위한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본 발명의 가전기기 네트워크처럼 직

렬통신 기능을 이용한 하나의 버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마스터, 슬레이브의 경우에도 모두 송신과 수신을 위한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으며, P2P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동시에 동작하지 않으므로 송신과 수신을 위한 메모리를 하나로 공유할 수 있으므로 송/수신 과

정 모두를 인터럽트(Interupt) 처리할 필요가 없어 제품 측면에서의 프로그래밍의 자유도를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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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크 시스템은 1-싸이클(cycle) 방식으로 통신을 수행한다. 1-싸이클 방식

은 1 리퀘스트(request)-1 리스폰스(response) 방식과, 1 리퀘스트-멀티 리스폰스 방식, 그리고 1 리퀘스트 방식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1 리퀘스트-1 리스폰스 방식은 도 5와 같이, 하나의 마스터가 하나의 슬레이브에 1 패킷(packet)만을 송신하고

슬레이브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1 패킷을 송신하면 이를 마스터가 수신하여 종료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도 7과 같이, 

1 리퀘스트-멀티 리스폰스 방식은 하나의 마스터가 다수의 슬레이브들에게 1 패킷을 송신하고 각 슬레이브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1 패킷을 송신하며, 마스터는 계속 응답을 대기하다가 기설정된 최대 수신시간이 경과하면 통신을 종

료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도 8과 같이, 1 리퀘스트 방식은 하나의 마스터가 하나 또는 다수의 슬레이브를 대상으로 1 

패킷을 송신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통신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이때 여러개의 패킷으로 구성된 데이터 송신이 있

을 경우 마스터에서 해당 슬레이브에 맞는 크기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1 패킷 단위로 송신을 수행한다. 한편, 도 6은 

슬레이브에서 리스폰스 에러 발생시 리퀘스트를 재송신하고 그에 따른 리스폰스를 받아 통신을 종료하는 방식을 나

타낸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은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및 응용 계층으로 이루어

진 프로토콜(Protocol)을 갖는다.

현재 인터넷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의 경우 그 통신계층을 살펴보면, 응용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네

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 층으로 구분된다. 그 이외의 가전제품 또는 공장자동화를 위한 프로토콜의 경

우에도 기본적으로 응용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구비하고 부가적으로 트랜스포트 계층 또는 네트워크

계층을 구비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저사양의 가전기기를 대상으로 상술한 통신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및 응용 계층만으로 이루어진 통신계층을 가지며, 마스터-슬레이브 방식과 하프 듀플렉스 

방식 등에 맞도록 마이컴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제품 동작

을 위한 많은 부분을 응용계층에 할당한다.

상술한 통신 계층의 세부구성을 살펴보면,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슬레이브의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와 메시

지 구성과 메시지 실행과 메시지 조합 및 메시지 중복 체크영역으로 이루어진 응용 계층과, 패킷 구성과 패킷 송신과 

CSMA/CD와 패킷 체크와 어드레스 체크와 패킷 데이터 수신영역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링크 계층과, UART로 이루어

진 물리 계층으로 구성된다. 이때 물리 계층에는 전력선 통신을 이용할 경우 선택되는 어뎁터(Adaptor)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마스터의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와 메시지 구성과 메시지 분할 및 메시지 조합영역으로 이루어진 응용 계층과,

패킷 구성과 패킷 송신과 패킷 전송확인과 CSMA/CD와 패킷 체크와 어드레스 체크와 패킷 데이터 수신영역으로 이

루어진 데이터링크 계층과, UART로 이루어진 물리 계층으로 구성된다. 마스터의 물리 계층의 경우에도 슬레이브와 

마찬가지로 전력선 통신을 이용할 경우 선택되는 어뎁터(Adapter)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물리 계층은 통신 선로에서의 Bit 신호들을 수신하여 패킷을 구성하거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넘겨받은 패킷을

통신선로에 비트(Bit)신호로 실어 보내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연결링크 계층은 응용 계층에서 넘겨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패킷을 구성한 후 물리계층으로 송신하거나, 물리

계층에서 넘겨받은 패킷을 처리하여 응용계층에 넘겨준다. 데이터 연결 계층은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역할이 약간 다

른 데, 마스터에서는 물리계층으로의 패킷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된다. 물리계층과 데이터 연결 계층은 

슬레이브로 작용하는 제품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응용계층은 메시지 셋(Message Set)으로 구성되며 메시지를 해석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메시지는 슬레이브로 

작용하는 제품에서는 부하 제어나 메모리 제어 등의 방법이 포함되고, 마스터에서는 슬레이브가 메시지를 처리한 결

과를 이용하여 슬레이브들을 관리하거나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응용계층은 제품마다 다른 

내용을 포함한다. 마스터의 응용계층에서는 전송할 데이터가 하나의 패킷 범위보다 많을 때 패킷을 분할하여 송신하

거나, 분할된 패킷이 수신될 때 이들을 조합하여 처리하는 전송계층 역할도 포함한다. 전송계층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패킷의 분할 및 조합이 모든 메시지가 아닌 특정한 메시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응용계층에 포함

시킨다.

이와 같은 통신 계층간의 패킷 통신 구조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다. 즉, 응용계층과 데이터 연결 계층 간에는 메시

지 단위로, 데이터 연결계층과 물리계층 간에는 풀(Full) 패킷단위로 인터페이스(Interface)한다. 데이터 연결 계층과 

물리 계층 간에는 통신할 때 계층별로 따로 패킷을 구성할 필요 없이 그대로 패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풀 패킷 단위로

통신한다. 그러나 응용 계층에서는 데이터 연결 계층과 물리계층에서 덧붙여질 헤더의 길이(length)를 알 수 없기 때

문에 풀 패킷 단위로 인터페이싱하기는 어렵고 대신 응용 계층에서 데이터 연결 계층으로 넘겨줄 데이터를 메시지 단

위로 전달한다. 패킷은 통신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에 통신기능이 확장되었을 때 대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패킷은 기본적으로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킷 헤더 필드와 향후 패킷 기능 추가를 위한 필드(필드)로 이루어진 

헤더 영역과, 메시지 헤더 필드와 향후 메시지 기능 추가 필드와 메시지 필드로 이루어진 바디(body) 영역 및 트레일

러(trailer)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패킷중 마스터에서 사용하는 리퀘스트/노티피케이션(Notification) 패킷의 세부 구성은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8 비트로 이루어져 네트웍망이 형성된 가정을 구분하기 위한 홈 코드(Home code)(HC), 16 비트로 이루어져 

수신자를 표시하기 위한 리시버 어드레스(Receiver address)(RA), 16 비트로 이루어져 송신자를 표시하기 위한 샌

더 어드레스(Sender address)(SA), 8 비트로 이루어져 패킷의 길이를 표시하기 위한 패킷 랭쓰(Packet Length)(PL)

, 3 비트로 이루어져 전송 우선순위를 표시하기 위한 억세스 프리아러티(Access Priority)(AP), 5 비트로 이루어져 

패킷 헤더의 길이를 표시하기 위한 패킷 헤더 랭쓰(Packet Header Length)(PHL), 8 비트로 이루어져 프로토콜의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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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표시하기 위한 프로토콜 버전(Protocol Version)(PV), 4 비트로 이루어져 패킷 타입을 표시하기 위한 패킷 타입

(packet Type)(PT), 2 비트로 이루어져 재전송 횟수를 표시하기 위한 리트랜스미션 카운터(Retransmission Counte

r)(RC), 그리고 2 비트로 이루어져 새로운 패킷 전송을 표시하기 위한 패킷 넘버(Packet Number)(PN), 8 비트의 메

시지 랭쓰(Message Length)(ML), 8 비트의 메시지 헤더 랭쓰(Message Header Length)(MHL), 8 비트의 포트(Por

t)(PO)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8 비트의 코멘드 코드(Command Code)(CC) 및 비

트수가 가변되는 아규먼트(Argument)(ARG), 16 비트의 에러체크(CRC) 및 8 비트로 이루어져 패킷의 끝을 표시하기

위한 이티엑스(ETX)를 포함하여 최소 17-Byte, 최대 255-Byte로 구성된다.

또한 슬레이브에서 사용하는 리스폰스 패킷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디 부분에 8 비트의 ACK/NAK가 포함되

는 것을 제외하고는 리퀘스트/노티피케이션(Notification) 패킷과 동일하다.

이때 홈 코드(HC)는 네트워크가 구성된 가정을 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코드로서 특히 전력선 같이 각 가정간 전송

선로가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각 가정을 구분하기 위해 핵사값 0x03 ~ 0xFE 범위내에서 사용된다.

리시버 어드레스(RA)는 샌더 어드레스(SA) 앞에 위치하며, 이는 수신자가 패킷을 수신하기 시작할 때 계속 수신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를 조기에 판단하기 위함이다. 상위 Bit부터 차례로 2Bit는 네트워크의 종류, 6Bit는 세

탁기, 냉장고 등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제품을 구분하며, 하위 8Bit는 같은 종류의 제품들이 다수 개 있을 때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할당된다.

패킷 랭쓰(PL)는 홈 코드부터 ETX까지 패킷의 Byte단위로 계산된 수를 저장하고 있는 1-Byte로 구성된다. 수신자

는 패킷 길이(PL) 데이터 값을 받은 후에 이 값만큼의 데이터만 수신하여 이후의 단계를 처리한다. 따라서 패킷 길이(

PL) 값은 수신 시 필요한 버퍼의 크기를 미리 알게 해주고, 수신 된 패킷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는 데 이용된다. 즉, 

패킷의 마지막 Byte를 읽고 나서 그 값이 ETX가 아니면 패킷 에러로 판단할 수 있다.

억세스 프리아러티(AP)는 응용 계층에서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거나 전송에 실패하여 재전송해야 하는 패킷, 또

는 일반 통신보다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 등 전송에 우선 순위를 주어야 하는 메시지에 우선 순위를 주어 물리 계층에

서 CSMA/C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송 우선 순위를 표시하는 필드(field)이다. 이 필드는 CSMA/CD 기능을 수

행하는 어뎁터에서 우선 순위에 따른 전송이 가능할 때 의미가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시한다. 각 통신 경우에 따르

는 억세스 피리아러티(Access Priority) 값은 다음과 같다.

0 : 충돌로 재전송 시 또는 긴급 사태일 때

1 : 메시지 분할을 통한 대량 데이터 송신 시

2: 평상시 통신

3 : 네트워크 접속 상태 신고시(충돌인 경우도 Priority를 3으로 유지)

패킷 헤더 랭쓰(PHL)는 패킷 헤더의 확장성을 위한 필드로서, 현 패킷 헤더에 확장 필드를 추가했을 때, 그에 따라 패

킷 헤더 랭쓰를 변경한다. 변경 내용이 없을 때에는 9 byte이며, 최대 32 byte까지 확장 가능하다.

프로토콜 버전(PV)은 채용된 프로토콜의 버전을 나타내는 1Byte 필드이다. 버전과 서브 버전은 업데이트되는 순서

대로 0 ~ 15의 값을 순서대로 취한다.

패킷 타입(PT)은 패킷을 송신할 때 지정하는 4Bit 필드 값으로 리퀘스트 패킷과 리스폰스 패킷, 노티피케이션(Notifi

cation) 패킷으로 나눈다. 리스폰스 패킷은 다시 Successful 리스폰스와 Failed 리스폰스로 나눈다. 마스터는 리퀘스

트 패킷으로 설정하고 슬레이브는 리스폰스 패킷으로 설정해야 한다. 디바이스가 슬레이브만으로 동작할 때는 리퀘

스트 패킷에 대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리스폰스 패킷을 두 가지로 다시 나눈 이유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메시지 내

용을 모르더라도 패킷 헤더에 있는 패킷 타입(PT) 필드만 보고 Failed 리스폰스일 때 응용 계층으로 패킷을 전송하지

않고 바로 재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노티피케이션(Notification) 패킷은 리스폰스를 요구하지 않는 패킷을 나타낸다. 

어레이드(Arrayed) 패킷은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파일을 전송할 때 각 패킷에 대한 응답이 없이 모든 데이터를 

분할하여 보낼 때 이용하며, 그 핵사값은 아래와 같다.

0 : request packet

1 ~ 3: Reserved

4 : Successful response packet

5 : Failed response packet

6 ~ 7: Reserved

8 : Broadcast Notification packet

9 : Arrayed packet

10: End packet of arrayed data

11 ~ 15: Reserved

리트랜스미션 카운트(RC)는 통신 에러가 발생했을 때 같은 메시지의 중복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2Bit 필드 값이다. 마

스터는 수신한 리스폰스 패킷에 CRC 에러 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신 패킷이 CRC 에러, 또는 수신 byte time ov

er이면 최대 3회까지 재전송 가능하다. 슬레이브는 항상 1회 전송이다.

패킷 넘버(PN)는 역시 통신 에러가 발생했을 때 같은 메시지의 중복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2Bit 필드 값이다. 마스터

는 새로운 패킷을 전송할 때마다 패킷 넘버를 1씩 증가시키고, 같은 패킷을 재전송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패킷 넘버

를 유지한다. 따라서, 슬레이브는 이전 메시지의 패킷 넘버와 송신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같은 메시지가 다시 수신

되면 중복 메시지이므로 무시하고, 다를 경우에는 수행한다. 슬레이브는 수신한 메시지에 응답할 때 수신 메시지의 

패킷 넘버를 복사하여 응답 패킷을 구성한다.

메시지 랭쓰(ML)는 메시지 필드의 길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를 알기 위한 정보이다. 따라서 응용 계층에서는 메

시지 랭쓰를 보고 메시지 필드의 길이를 알아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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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헤더 랭쓰(MHL)는 향후 메시지 필드의 확장을 위한 필드로서 메시지 필드의 암호화, 응용 프로토콜의 변경 

등의 경우 메시지 헤더를 추가할 수 있다.

포트 넘버(PO)는 메시지 set의 확장을 위한 필드로서 메시지 set을 포트별로 구분할 수 있다. 메시지 set의 Version-

up, 또는 타 응용 프로토콜과의 호환을 위 해 포트별로 메시지 set을 둘 수 있다.

메시지는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기능수행을 요청하기 위한 코멘드(Command) 코드와 이 Command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입력 인자들, 그리고 슬레이브가 Command를 수행하고 나서 마스터로 전송하는 인자들로 구성된다. 또한 8 Bit

급 마이컴에서의 프로그램 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성되고 정의되어야 한다. 즉, 메시지가 첨삭되더라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듈화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메시지는 각각에 대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메시지가 그에 따르는 하위 개념의 메시지를 포함할 수 없고, 또한 S/W 구현에서도 각각의 루틴(Rou

tine)들간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지들이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다면 메시지들을 조합하여 제

품을 제어 및 모니터링(Monitoring)을 위한 기능들을 확장할 수 있다. 슬레이브가 Command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면 마스터로 전송하는 인자들은 {ACK + Return arguments}이고, 그렇지 않다면 {NAK + 에러 코드}이다. 디바이

스별로 최대 256개의 Command를 가질 수 있으며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이다. Input Arguments와 Return Argumen

ts는 Command 코드에 따라 유무와 Byte 수가 결정된다.

이때 Arguments의 데이타 형식은 다음과 같다.

boolean : 1Byte

char, unsigned char : 1Byte

int, unsigned int, short int, unsigned short int : 2 Byte

long, undigned long : 4Byte

string : NULL을 포함하여 송수신.

또한, Command 코드를 분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을 둔다.

모든 제품은 256개(0x00 ~ 0xFF)의 명령어 코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만, 모든 제품에 통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어

는 공통 코드를 사용한다. 제품의 기능을 일반화된 구조에 포함시켜 항목의 첨삭이 수월하게 한다. 모든 Command 

코드는 필수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필수적인 것으로는 디바이스의 기본적인 정보에 관한 것과 통신에 

필요한 Command들이다. 기능상으로는 순시 Command(I 로 표시)와 Program Command(P로 표시)로 구분된다. 순

시 Command는 슬레이브가 수신 즉시 수행 가능하고 Program Command는 수행을 위한 Sequence가 필요하다. Al

gorithm Area에 있는 Command 코드들은 모든 제품에 대한 표준화코드가 지정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제품도 모

델명 또는 제품 메이커에 따라 다른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Command 코드를 이용하여 다

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의 모든 Comand 코드는 제품모델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인자로 포함되어

야 한다. 또한 메시지는 응용계층에서 처리하기 위한 규약으로 마스터에서 송신할 때와 슬레이브가 마스터에 대한 응

답을 할 때의 구조가 다르다. 마스터에서 송신할 때는 Command 코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력 인자 즉, 아규먼트(

ARG)로 구성된다. 인자의 수 및 인자의 데이터 형은 Command 코드에 따라 달라진다. 마스터로부터 하나의 패킷을 

받은 슬레이브가 송신할 때의 메시지의 구조는 마스터로부터 받은 패킷의 에러 또는 Command 코드를 수행할 때 에

러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마스터로부터 받은 패킷의 에러가 없고 Command 코드도 정상적

으로 수행되었다면 메시지의 구조는 Command 코드, ACK, Command 코드 수행한 결과 인자(ARG)들로 구성된다. 

결과 인자의 수와 데이터 형도 Command 코드에 따라 달라진다. 마스터로부터 받은 패킷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Com

mand 코드, NAK 그리고 패킷 에러 코드로 구성된다. 패킷은 정상적이지만 Command 코드수행 중에 에러가 발생했

다면 Command 코드, NAK 그리고 에러 코드로 구성된다.

CRC는 수신된 패킷의 에러를 검출하거나 송신 시 수신자가 패킷 에러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값이다. CRC는 16-

Bit로 처리하며, ETX부터 CRC 필드 직전의 Byte까지의 Data를 이용하여 그 값을 생성하거나 에러를 검출한다.

ETX(0x03)는 패킷의 끝임을 의미하는 통신 문자로 수신시에 패킷 길이 필드와 함께 CRC를 이용하지 않고 패킷 에

러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즉, 패킷길이 만큼의 Byte 데이터를 수신할 때, 마지막 Byte가 ETX가 아니면 

패킷 에러로 판단할 수 있다. 이때는 CRC를 이용한 패킷 에러 Check를 생략할 수 있다.

상술한 패킷의 구성중 어드레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상의 각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하나의 어드레스(Address)로 인식된다. 각 시스템은 2 byte의 할당된 어드레

스를 가지게 되고 할당된 어드레스를 통해 해당되는 상대방에게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어드레스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3비트의 네크워크 코드와 5비트의 제품 코드로 이루어져 제품 출하시 확정되고 바꿀 수 없는 피지컬(Phys

ical) 어드레스와 제품별 복수제품을 구분하거나 그룹 어드레스로 사용되고 통신 등에 의해 바꿀 수 있는 8비트의 로

지컬(Logical) 어드레스로 구분된다.

집안에서의 네트워크는 크게 PC 계열, AV 계열, 리빙(Living) 즉, 가전기기 계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네트워

크를 구분하기 위해 3비트의 네트워크 코드가 사용되는데, 가전기기 네트워크와 집안에서의 다른 서브네트워크와는 

통신 규격이 다르더라도 상기 PC 계열 및 AV 계열 제품과의 통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분 필드가 필요하다. 네트

워크 코드의 분류예는 도 15와 같다.

제품 코드 즉, 제품이름(세탁기, 냉장고,건강 기구, 전등, 보안, )을 위해 5-Bit를 할당하고 각 제품별로 복수개의 제품

을 구분하기 위해 8-Bit를 할당한다. 이는 여관이나 호텔등과 같은 조건을 고려한 것이다.

8-bit의 복수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필드는 제품의 설치장소에 따라 나누어지는 Group 어드레스로도 사용된다. 제품

의 설치장소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관리기에서 네트워크에 제품을 등록할 때 같이 입력한다.

이때 제품의 Group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Group 어드레스는 각 필드의 값을 모두 '1'로 채움으

로써 하위 필드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의 Group의 의미는 동일 제품 또는 동일 네트워크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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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이라는 의미이다. 가령 네트워크 코드의 값이 '111'이면 집안의 모든 네트워크를 가리키고, 제품 코드 값이 '1

1111'이면 해당 네트워크에서의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도 16과 같이, 그룹 어드레스에 따라 소정 제품 그룹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그 값이 '11111111'이면 해당하는 네트워크와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두 번째 G

roup 어드레스는 도 17과 같이, 그룹 어드레스에 따라 소정 설치장소에 있는 제품그룹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제품 

코드는 모든 제품을 지정하도록 '11111'이 되고 Logical 어드레스 값은 설치장소에 따라서 지정된다. 네트워크 코드

가 '111'이고 제품 코드가 '11111'이면 Logical 어드레스 필드는 장소 코드를 나타내는 필드가 된다. 또한 도 18과 같

이, 그룹 어드레스를 지정하여 소정 설치장소에 있는 소정 제품 그룹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과정 즉, 디바이스를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초기 홈 코드 및 어드레스를 할

당하고 통신환경 설정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동일한 통신 속도로 설정되고, 물리적 네트

워크 내에서 유일한 주소를 할당받아야 하며, 마스터는 모든 디바이스들의 이름과 어드레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력선 같이 각 가정간 전송 선로가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각 가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관리기는 먼저, 전원이 입력되는

초기에 각 가정을 구분할 수 있는 홈 코드를 설정한다. 홈 코드를 설정한 다음 네트워크 관리기는 디바이스가 최초로 

네트워크에 연결됐을 때, 사용자로부터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고 해당 디바이스에 대해 주소를 할당하는 디

스커버리 앤 어드레싱(Discovery Addressing)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이 끝나면 통신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모델

명이나 컨트롤러 버전 등의 제품정보, 패킷 구성을 위한 버퍼(Buffer)의 크기 또는 통신 속도를 변경하기 위한 프리-

리퀘스트(Pre-request) 단계가 필요하다. 프리-리퀘스트 단계는 항상 필요한 단계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 수행된다. 

제품정보는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이름을 알고자 할 때 필요하고, 버퍼 크기 요청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패킷의 길이를 정할 때 사용된다. 속도 변경 요청은 대량의 데이터를 송수신 하고자 할 때 또는

송수신이 끝났을 때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요청한다. 프리-리퀘스트단계가 끝나면 일반적인 통신 모드로 들어간다.

원래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플러그 앤 플레이 개념은 사용자의 추가 설치 작업이나 입력 작업 없이 디바이스의 전원

을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에 연결한 후 네트워크 관리기에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네트워크의 미디어로 전력선의 경우를 고려해서인데, 전력선의 경

우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되면 이웃한 가정간 전송 선로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기가 이웃

집에도 존재한다면 이웃집의 네트워크 관리기에 의해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선 네트워크 

관리기에 디바이스 정보를 입력하여 네트워크 관리기가 디바이스에 주소 등록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상술한 홈 코드 설정과정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관리기는 전원이 입력되는 초기에 다른 가정과 구분될 수 있는 고유

의 홈 코드를 설정하기 위해 수신 주소를 모든 디바이스로 해서 홈 코드 확인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때 인자는 0x03~

0xFF 범위 내에서 임의의 홈 코드로서 발생시킨 값이다. 만약 아무 응답이 없다면 네트워크 관리기가 연결된 물리적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 홈 코드는 유일한 값이 되므로 자신의 홈 코드로 설정하고, 응답이 있다면 유일한 값이 아니므

로 임의의 홈 코드를 다시 발생시켜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홈 코드는 네트워크 관리기가 각 제품

의 주소를 확정할 때 동시에 각 제품에 설정됨으로써 동일 가정 내 제품은 같은 홈 코드를 사용하여 가정 간 구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홈 코드를 포함한 주소 관련 정보는 각 제품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므로 각 제품의 주

소 할당 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사한 가정과 같은 물리적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가

정이 동일한 홈 코드를 사용한다면 가정 간 홈 코드가 충돌하므로 홈 코드로 가정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시에는 모든 제품의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관리기의 전원만 입력하여 초기 홈 코드 

설정시 홈 코드 충돌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충돌하지 않는다면 홈 코드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충돌한

다면 모든 제품의 홈 코드를 리셋(reset)한 후 홈 코드를 다시 설정한다. 이 때, 홈 코드가 충돌하는 가정의 제품과 구

분하기 위해 사용자 ID를 인자로 사용한다. 사용자 ID는 디바이스를 최초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네트워크 관리기를

통해 입력한다.

다음으로, 디스커버리 앤 어드레싱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디바이스를 최초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네트워크를 

관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기에 전원을 연결한 디바이스의 제품명, 제품 개수, 설치 장소, 사용자 ID를 입력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관리기는 입력된 디바이스 즉, 네트워크에 최초로 연결된 디바이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디바이스

로부터 임시 번지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면 주소를 할당한다. 이때 같은 종류의 제품이 복수 개 있는 경우에도 주소가 

충돌되지 않도록 새로운 번지를 지정한다. 제품 개수를 입력받는 이유는 동일 종류의 제품 여러 개가 동시에 네트워

크에 연결되었을 때 연결된 제품 모두로부터의 등록 메시지 수신 여부를 알기 위함이다. 또한, 설치 장소를 입력받는 

이유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관리기의 화면에 나타나는 제품의 위치 정보를 통해 쉽게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 ID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홈 코드 리셋(reset)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 관리기의 

번지는 전원의 ON/Off에 상관없이 0x00로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디바이스들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분없이 

전원 Off시 공장 출하시 부여받은 제품 대표번지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관리기는'Join request'라는 Command를 

이용하여 제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유 번지의 영역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어드레스 지정이 안된 디바이스들

(제품별 대표번지로 지정된 디바이스)에게 임시 번지로 등록 할 것을 요청한다. 에어컨의 경우 수신자 번지로 0x20을

선택하고 여유번지는 0x21 ~ 0x2E를 인자로 한다. 'Join request' Command는 번지 확정이 안된 제품만 인식할 수 

있다. 호출되는 제품들은 난수발생기를 작동시켜 설정된 여유 범위의 번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의 번지로 설

정하고(임시 번지) 그 값을 네트워크 관리기로 알려준다. 0x21 ~ 0x2E중에서 0x25가 선택되면 0x25를 네트워크 관

리기로 송신한다. 임시 번지는 네트워크 관리기 또는 마스터가'Address Change' Command를 이용하여 바꾸거나 제

품의 전원을 끄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의 번지로 작용한다. 네트워크 관리기는 'Address Change' Command를 이용

하여 중복된 번지의 제품들은 대표번지로 리셋시키고, 중복되지 않는 임시번지를 선택한 제품들의 번지는 여유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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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순서대로 확정하여 해당 제품들을 재 호출한다. 이 때 네트워크 관리기 자신의 홈 코드와 사용자가 입력한 User

ID도 함께 전송하여 해당 제품들의 홈 코드와 User ID도 설정한다. 중복되지 않은 임시 번지가 0x2A, 0x25, 0x23가

있고, 여유 번지가 0x21 ~ 0x2E 라면 임시번지 0x23인 제품은 0x21, 0x25는 0x252, 0x2A는 0x23로 확정된다. 중

복된 임시번지가 있을 때는 위의 과정을 되풀이 한다. 상술한 디스커버리 앤 어드레싱 과정은 모든 제품 종류에 대해 

14번 반복한다(0x01 ~ 0x0F).

상술한 바와 같이, 디스커버리 앤 어드레싱 과정이 끝나면 디바이스들의 이름과 번지, 설치 장소는 네트워크 관리기의

데이터 베이스로 저장되어 있다. 네트워크 관리기에 연결된 디바이스들은 네트워크 관리기에 의한 번지지정이 완료 

된 후에 비로소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로서 동작하기 시작한다. 이때 마스터로 동작하는 디바이스들은 네트워크 관리

기로부터 디바이스들의 이름과 번지 데이터 베이스를 읽어 자신의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슬레이브들과 통신을 시작

하게 된다. 주소 할당을 받기 전에는 모든 디바이스는 슬레이브로 동작할 수 밖에 없다. 주소 할당을 받은 디바이스들

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방송한다. 왜냐하면, 각 디바이스를 제어 가능한 마스터들은 각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결된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디바이스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통신 불능의 원인이 전원 off때문인지 디바이스 고장 때문인지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네

트워크 관리기 화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디바이스는 비활성화시켜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주소

할당을 받은 모든 디바이스는 얼라이브 메시지(Alive Message)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방송하게 되는데, 

이때 주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디바이스 수가 적으면 상관 없지만, 많을 때 주기가 너무 짧으면 네트워크 내

에 얼라이브 메시 지가 너무 많이 전송되어 네트워크의 성능이 저하된다. 초기 주기는 길게 설정해 주고, 디바이스 개

수에 비례해서 설정해 준다. 즉, 디바이스 개수가 적을 때는 주기가 작고, 많을 때는 크게 잡아 줌으로써 네트워크의 

성능을 유지시킨다. 이때, 주기를 설정해 주는 것은 네트워크 관리기이고, 각 디바이스는 얼라이브 메시지의 인자로서

자신의 주기를 설정하여 방송한다. 네트워크 관리기는 각 디바이스의 얼라이브 메시지를 수신하여 자신이 설정한 주

기와 다르다면 해당 디바이스의 주기를 자신의 주기로 설정해준다.

다음으로, 디바이스의 통신조건을 발생시키는 이벤트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벤트(event)란 디바이스에 어떤 상태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먼저, User가 키등을 통하여 디바이스에 직접 명령을 내릴 때 발생하는 사용자 이벤트,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동발

생하는 Periodic 이벤트(예: 일정 주기로 네트워크 관리기에서 Alive Notification 메시지 송신), 시스템의 상태를 감

시하다가 디바이스의 자발적 상태 변화로 발생하는 Status 이벤트(예: 온도, 습도, 세탁 행정 등이 변화), 시스템에서 

동작과 관련된 에러가 있을 때 발생하는 에러 이벤트, 웹 서버 등 시스템 외부에서 요청할 때 발생하는 External 이벤

트(예: 네트워크 관리기가 홈 서버의 역할을 할 때 원격지에서 통신 요청)가 있다.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갖춘 디바이스는 5가지 이벤트에 모두에 의하여 

모든 디바이스와 직접(Peer-to-Peer) 통신 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부족한 디바이스가 Peer-to-Peer 

통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사전에 정하거나 또는 디바이스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벤트들(User 이벤트, Status 이벤트, 에러 이벤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본 발명의 경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상태 변화를 notification 패킷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알림으로

써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이벤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디

바이스의 상태를 알고 싶을 때마다 매번 상태 값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디바이스의 상태 값이 변했을 때, 디바이스가 

스스로 그 상태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디바이스 고장이나 에러 발생의 경우 발생하

는 즉시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 발생시 상태 변화를 즉시 통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제품에서 구현하는 이벤트는 1 byte의 이벤트 코드로 나타내며, 모든 디바이스에서 공통적으로 구현하는 구현 방

법에 따라 common 이벤트와 제품별로 구현하는 private 이벤트의 두 종류로 크게 나뉜다. 코드의 분류는 항목별로 

향후 추가될 수 있는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드 분류 보다는 Area 분류를 이용한다.

Common 이벤트는 다시 사용자 조작에 관련된 이벤트와 모든 디바이스에 공통된 에러 이벤트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 사용자 조작에 관련된 이벤트는 키 및 다이얼 입력, 도어 개폐 여부, 부하 입력 등의 이벤트로서 0x00~0x2F의 이벤

트 코드 값을 갖는다. 공통 이벤트는 운전 중 도어 open 등의 이벤트로서 0x30~0x4F의 이벤트 코드 값을 갖는다. Pr

ivate 이벤트는 제품별 에러 이벤트, 제품별 Status 이벤 트로 분류할 수 있다. 제품별 에러 이벤트는 각 제품 고유의 

에러 상태나 고장 상태를 나타내는 이벤트로서 0x70~0xAF의 이벤트 코드 값을 갖고, 제품별 동작 상태 이벤트는 제

품 동작 시 상태가 변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로서 0xB0~0xFF의 이벤트 코드 값을 갖는다.

이벤트 코드에는 모든 디바이스가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할 필수 이벤트 코드(ex : 고장 이벤트 코드)와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벤트 코드로 분류할 수 있다. 필수 이벤트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발생시 상태 변화를 notificati

on 패킷으로 방송하도록 하여 다른 디바이스가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사용하는 command 코

드는 이벤트 Notification Command이고 인자로는 이벤트 코드(1byte)와 이벤트 코드의 상태 값(4bytes)을 갖는다. 

한 디바이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notification 패킷을 방송해서 그 사실을 통보할 수도 있지만, 다른 디

바이스의 동작을 명령할 수도 있다. 가령 세탁기의 세탁 과정이 종료되었을 때, 베란다의 불을 켜거나, 에어컨에 문자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디바이스가 이벤트 코드 발생시마다 통신을 할 대상 주소와 통신 대상

의 동작 command 코드 및 인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네트워크 관리기를 통해 각 디바이스에 이벤트 발생시 통신 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다른 디바이스의 동작을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통보하기 위해 방송하는 경우에도 선택적인 경우는 사

용자가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벤트 통신 조건을 설정해 줄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벤트 통보간의 

시간 간격이다. 이벤 트 통신을 설정한 온도 상태나 센서 상태 등이 빠르게 변할 때, 네트워크에는 이러한 이벤트 통신

패킷이 너무 많아져 네트워크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이벤트 발생 인터벌(interval)이 필요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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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사용자가 네트워크 관리기를 통해 이벤트 발생시 통신 조건을 설정할 때는 이벤트 코드, 통신 상대 디바이스, 최

소 이벤트 발생 interval time, 통신 메시지 등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벤트 통신 조건은 각 디바이스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도 19의 헤더와 도 20의 바디로 이루어진 이벤트 파일(file)로 

저장한다. 재설정할 경우는 네트워크 관리기에서 사용자가 다시 설정해 주면 되며, 최초 설정 시에는 현재 디바이스의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의 사이즈(Size)가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이벤트 코드 Buffer Size Read 

Command)한 후 여유가 있다면 설정한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의 사이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벤트 

통신 조건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메시지 역시 존재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불필요한 이벤트 통

신 조건을 삭제할 수 있다(이벤트 코드 Delete Command 코드).

이벤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 파일의 헤더에서 실행해야 하는 총 

이벤트 수(total_이벤트_no)와 이벤트 코드를 읽는다. 시스템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동작 중에 정의된 변수의 상태가 

바뀌면 해당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벤트 코드 실행 루틴은 시스템 상태 값과 이벤트 파일에서 읽은 이벤트 코드와 비

교하여 실행여부를 판단한다. 여러 가지의 시스템의 상태가 동시에 변할 때 이벤트 코드의 연속 실행으로 마이컴의 

자원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에 하나의 이벤트 코드만 실행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각종 에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통신 에러는 통신선로의 노이즈에 의한 데이터 비트 에러, 통신 주파수가 다를 때의 에러, 데이터 충돌로 인한 데이터

비트 에러, 선로와 디바이스들간의 임피던스가 맞지 않을 때 전송 신호의 감쇄에 의한 에러, 그리고 데이터 비트 오류

는 없지만 수신 디바이스가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의 송수신에 의한 에러로 나누어진다. 통신선로의 노이즈는 수신측

물리계층 즉, UART 프레임 에러를 유발하기도 하고 데이터 값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송수신 디바이스의 통

신 주파수가 다르면 대부분이 수신측에서 UART 프레임 에러가 발생한다.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송신할 때도 

대부분이 수신측에서 UART 프레임 에러가 발생한다. 선로와 디바이스들간의 임피던스가 맞지 않을 때는 수신측이 

어떤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리퀘스트 패킷을 송신하면 슬레이브는 패킷을 수신하여 정의된 에러들을 검출한다. 슬레이브가

수신된 데이터 비트들에서 에러를 검출했을 때 송신측에 검출된 에러에 대한 코드 값을 포함한 도 21과 같은 리스폰

스 패킷을 마스터로 송신하고, 마스터는 에러코드에 따라 재송신 또는 에러 처리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에러 코드는 1 Byte로 구성되며, 모든 디바이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역(0x00 ~ 0x9F)에 할당된 공통 에러 

코드와, 디바이스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영역(0xA0 ~ 0xFF)에 할당된 고장 코드로 나누어진다. 공통 에러 코드

는 통신 에러에 대한 값들이고 고장 코드는 통신기능과는 별도로 센서 등 디바이스가 가지는 고유 기능들의 고장여부

를 진단하기 위한 값들로서, 디바이스별로 96개를 가질 수 있 으며, 패킷 에러, 수신자 에러, Bad command, Illegal a

rguments, Illegal access, 고장 코드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세부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패킷 에러는 수신된 패킷의 CRC 에러, 1 Byte 수신 Time Over, Response Waiting Time Over로 세분화된다.

수신된 패킷의 CRC 에러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모두에서 수신 패킷에 포함된 CRC값과 계산한 CRC 값이 다를 때 발

생한다. 슬레이브에서 수신된 리스폰스 패킷에서 CRC 에러가 발생하면 CRC 에러 값이 포함된 리스폰스 패킷을 마스

터로 송신한다. 마스터가 이 리스폰스 패킷을 수신하면 최대 3회까지 재 전송한다. 마스터에서 수신된 패킷에서 CRC

에러가 발생했을 때도 최대 3회까지 재 전송한다.

1 Byte 수신 Time Over 에러는 통신선로상의 노이즈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Byte수신간의 시간 간격이 2BTU(최

소 시간 3mSec : 9600bps 기준)을 벗어날 때 발생한다. 단 이때 수신자 측에서 패킷 Length 필드까지 수신되어야 한

다. 만약 패킷 Length 필드를 수신하기 전에 Byte 시간 간격이 지정된 값보다 벌어지면 수신된 데이터를 무시한다. 1

바이트 수신 타임 오버 에러가 발생하면 수신자는 수신을 중단하고 수신 패킷 버퍼의 나머지 영역에 0으로 채우고 상

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결국 수신자에서는 CRC 에러가 발생한다.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리퀘스트 패킷을 송신할 때 

선로의 노이즈 등에 의하여 슬레이브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CRC 에러가 포함된 리스폰스 패킷을 마스터로 송신한다. 

만일 마스터가 리스폰스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했다면 최대 3회까지 재전송한다. 슬레이브는 정상적으로 리퀘스트 

패킷을 수신하여 정상적인 리스폰스 패킷을 송신했지만 마스터의 수신 시 1 Byte 수신 Timer Over 에러가 발생한 

경우도 마스터는 최대 3회까지 재전송 한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모두에서 Byte 수신 Time Over 에러가 발생할 수 있

지만 각각의 통신 계층간에 필요한 에러 코드이고 송신자에게는 1 Byte 수신 Time Over 에러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

즉, Byte 수신 Time Over 에러는 디바이스 내부에서의 처리를 위한 값이고 마스터-슬레이브간에는 전달되지 않는

다. 수신 Time Over의 제한 시간은 Busy Check와 관련이 있다. 본 발명은 패킷 단위로 송수신하기 때문에 Byte 송

신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해야 다른 디바이스에 의한 Busy Check시 버스가 점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만일

수신 Time Over의 제한시간이 크다면 1 패킷을 송신하는 도중에 시간 지연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 송신을 시도하는

다른 디바이스가 Busy Check시에는 버스가 Idle로 판단하고 바로 송신을 시작하고, 따라서 데이터 충돌이 발생한다.

Response Waiting Time Over 에러는 마스터가 리퀘스트 패킷송신하고 어떠한 데이터도 수신되지 않을 때 발생한

다. 즉, 통신 대상 슬레이브가 없을 때 발생한다. 마스터의 물리계층에서는 최대 5초까지 기다리고 아무런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으면 Response Waiting Time Over 코드를 포함하는 패킷을 만들어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보낸다. 데이

터 링크 계층에서는 메시지를 응용계층에 보내고 응용계층에서는 해당 디바이스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신자 에러는 메모리 부족, 통신 Reject, 원격제어 거부, 프로토콜 버전 언매치, 메시지 포트 언매치로 세

분화된다.

Memory 부족 에러는 마스터가 Memory Write, LCD Write, EEPROM Write등의 Command 코드를 송신할 때 슬레

이브측에서 지정된 데이터를 Write하기 위한 메모리 여유가 없을 때 발생한다.

통신 Reject 에러는 슬레이브가 마스터로부터 리퀘스트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했지만 통신이외의 다른 기능을 우선

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통신 Reject 에러를 수신한 마스터는 최소 5초(마스터의 최대 Waiting 시간)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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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할 수 있다.

원격제어 거부 에러는 슬레이브가 원격제어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용 Command 메시지를 

수신할 때 발생한다.

다음으로, 배드 코멘드는 수행할 수 없는 Command 코드와 수행할 수 없는 인자값으로 세분화된다.

수행할 수 없는 코멘드 코드 에러는 슬레이브가 마스터로부터 리퀘스트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했지만 슬레이브가 

수행할 수 없는 Command 코드를 포함할 때 발생한다.

수행할 수 없는 인자 값 에러는 수행할 수 있는 Comamnd 코드를 수신했고 인자의 범위도 정의된 범위안에서 설정되

었지만 그 값이 디바이스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의 부하 On/Off Command에서 

예를 들어, 후드 팬(Hood Fan)을 입력값으로 했는데, Hood Fan이 없는 전자레인지인 경우는 수행할 수 없는 인자 값

에러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Illegal Arguments는 정의된 수와 다른 인자 수 에러와, 오버 레인지 에러로 세분화된다.

정의된 수와 다른 인자 수 에러는 슬레이브가 마스터로부터 리퀘스트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했지만 Command 코드

를 수행하기 위한 입력 인자수가 메시지 Set에 규정된 수와 다를 때 발생한다. 이때의 인자 수는 Byte수이다. 입력인

자가 unsigned int로 정의된 하나의 변수이면 2-Byte로 구성되기 때문에 입력 인자 수는 2가 된다.

Over Range 에러는 슬레이브가 마스터로부터 리퀘스트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했지만 Command 코드를 수행하기 

위한 입력 인자 값이 메시지 Set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다.

다음으로, 금지된 Action 검출에 의한 lllegal Access 에러는 슬레이브가 마스터로부터 리퀘스트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했지만 Command 코드를 수행하기 위한 입력 인자 값이 금지된 메모리 영역을 지정하거나 제어 금지된 부하를 

지정할 때 발생한다.

다음으로, 고장 코드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Device는 통신 이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기능들에 이상이 있는지 원격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때 디바이스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Reponse 패킷에 포함시켜 보내는 값이 고장 코드이다. 예를 들어 온도센서 

값을 읽는 Command 코드를 포함하는 리퀘스트 패킷이 슬레이브에서 수신 됐는데, 센서가 고장으로 판단되면 'NAK'

와 함께 온도센서 고장 코드 값을 리스폰스 패킷에 포함시켜 마스터로 송신한다. 고장 코드는 모든 디바이스가 공통 

영역을 이용하여 값을 지정한다.

본 발명은 패킷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비트에 이상이 있을 때 즉, 수신자 어드레스 에러/송신자 어드레스 에러/

송.수신 어드레스 에러/패킷 길이 에러의 경우를 모두 CRC 에러로 처리하는데, 그 처리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신자 어드레스 에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수신자 번지 필드의 비트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호출하지 않는 디바이스가 수신하게 된다. 이때 수신된 디바이스는

수신자 번지 필드의 비트에 에러로 인하여 CRC 에러를 검출하게 된다. 첫째 경우, 에러 패킷이 마스터 (A)가 리퀘스

트 패킷으로 슬레이브 (A)로 송신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슬레이브 (B)가 수신했다면 슬레이브 (B)는 CRC 에러 값을 

포함하는 리스폰스 패킷을 마스터 (A)로 송신한다. 슬레이브 (B)로부터 리스폰스 패킷을 수신한 마스터(A)는 본래 호

출하고자 했던 슬레이브 (A)가 아닌 다른 디바이스가 응답을 해 왔지만 이때의 송신자 어드레스는 무시하고 본래의 

호출하고자 했던 슬레이브 (A)가 응답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1패킷을 송신한 뒤 수신되는 1패킷은 호출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로부터의 리스폰스 패킷으로 간주한다. 리스폰스 패킷을 수신한 마스터 (A)는 최대 3회까지 슬레이브 (A)로

재전송한다. 둘째 경우, 마스터 (A)가 슬레이브 (A)로 송신한 리퀘스트 패킷에 대해 슬레이브 (A)가 마스터 (A)로 송

신한 리스폰스 패킷을 수신자 번지 필드의 에러로 인하여 다른 슬레이브 (B)가 수신했다면 슬레이브 (B)는 CRC 에러

값을 포함한 리스폰스 패킷을 슬레이브 (A)로 송신하게 된다. 이때 패킷 에러가 없다면 슬레이브 (A)는 패킷 종류 필

드 값에서 리스폰스 패킷임을 알 기 때문에 수신한 패킷을 무시한다. 마스터 (A)는 계속 슬레이브 (A)로부터의 리스

폰스 패킷을 최대 10초 동안 기다린다. 10초가 지나면 마스터 (A)가 슬레이브 (A)로 송신한 리퀘스트 패킷으로부터 

시작한 통신은 슬레이브측에서 아무런 Command 코드도 수행하지 않고 종료된다.

다음으로, 송신자 어드레스 에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송신자 번지 필드의 비트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송신자가 호출하고자 하는 디바이스가 수신하게 되지만 송신자 번

지 필드의 비트에 에러로 인하여 CRC 에러를 검출하게 된다. 첫째 경우, 마스터 (A)가 리퀘스트 패킷을 슬레이브 (A)

로 송신할 때 송신자 번지 필드에 에러가 발생하면 패킷을 수신한 슬레이브 (A)는 송신자 번지 필드에 있는 번지 값의

디바이스(마스터 또는 슬레이브)로 리스폰스 패킷을 송신하게 된다. 이 리스폰스 패킷이 에러 없이 전송되고, 다른 슬

레이브 (B)가 수신했다면 슬레이브 (B)는 패킷 종류 필드값에서 리스폰스 패킷임을 알 기 때문에 수신한 패킷을 무시

한다. 이 리스폰스 패킷을 다른 마스터 (B)가 수신했다면 마스터 (B)는 리퀘스트 패킷을 송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1패

킷 송신-1패킷 수신 원칙에 따라 수신한 패킷을 무시한다. 마스터 (A)는 슬레이브 (A)부터의 리스폰스 패킷을 최대 1

0초간 기다린다. 10초가 지나면 슬레이브측에서 아무런 Command 코드도 수행하지 않고 통신은 종료된다. 둘째, 마

스터 (A)가 리퀘스트 패킷을 슬레이브 (A)로는 정상적으로 송신 되었는 데, 슬레이브 (A)가 마스터 (A)로 리스폰스 패

킷 송신자 번지 필드 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리스폰스 패킷이 에러 없이 전송되고, 다른 슬레이브 (B)가 수신

했다면 슬레이브 (B)는 패킷 종류 필드 값에서 리스폰스 패킷임을 알 기 때문에 수신한 패킷을 무시한다. 이 리스폰스

패킷을 다른 마스터 (B)가 수신했다면 마스터 (B)는 리퀘스트 패킷을 송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1패킷 송신-1패킷 수

신 원칙에 따라 수신한 패킷을 무시한다. 마스터 (A)는 슬레이브 (A)부터의 리스폰스 패킷을 최대 10초간 기다린다. 

10초가 지나면 슬레이브측에서 아무런 Command 코드도 수행하지 않고 통신은 종료된다.

다음으로, 송수신 번지 에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수신자 번지 필드와 송신자 번지 필드의 비트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송신자가 호출을 원치 않는 다른 디바이스가 

수신하게 되지만 CRC 에러를 검출하게 된다. 이 경우는 수신자 번지 에러와 송신자 번지 에러와 같은 Sequen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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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들간에 통신이 이루어지다가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패킷 길이 에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수신자는 패킷 길이 필드의 값만큼의 Byte 수를 이용해 수신 패킷 Buffer를 구성한다. 첫째, 패킷 길이 필드의 값이 

실제보다 큰 경우, 수신자는 실제 Packe의 마지막 Byte까지 수신했지만 계속 데이터를 기다린다. 더 이상의 Byte 수

신이 안되고 Byte간의 수신 제한 시간이 지나면 Time Over 에러가 발생하고 수신자는 수신 패킷 Buffer의 나머지를

임의의 데이터로 채우기 때문에 CRC 에러가 발생한다. 따라서 마스터는 최대 3회까지 재 전송한다. 둘째, 패킷 길이 

필드의 값이 실제보다 작은 경우도 수신자는 CRC 에러를 검출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본 발명은 마스터-슬레이브 방식, 1-싸이클 방식 및 하프 듀플렉스(Half-Duplex) 방식의 통신체계와, 기존에 

비해 간소화되고 정형화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가전기기에 사용되는 저기능 마이컴의 직렬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네

트워크를 구현하므로 저비용으로 최적화된 가전기기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둘째, 본 발명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전기기중 어느 한 기기의 동작상태 변화를 네트워크상의 다른 기기를 통해 사

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그 통신조건 및 대상기기 등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므로 사용자 편의를 극대

화시킬 수 있다.

셋째, 본 발명은 통신매체로서 전력선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작없이 가전기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

결함으로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렬 통신기능을 갖는 저 기능 마이컴이 탑재된 다수의 가전기기를 포함하는 가전기기 네크워크 제어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 직렬 통신기능을 통해 상기 가전기기들은 연결되어 네트웍망이 구축되며, 상기 가전기기 각각에 대해 마스터-

슬레이브(Master-Slave) 방식의 통신구조가 정의되며, 상기 가전기기들은 기설정된 통신 이벤트(Event)가 발생하면

상기 통신구조에 따라 소정 패킷(Packet) 단위로 소정 통신규격에 의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

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원격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직접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네트웍망에 연결된 가

전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기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가전기기의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관리기는 PC(Personal Computer)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의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는 마스터, 슬레이브, 마스터/슬레이브 겸용, 송신전용 및 수신전용으로 구분되며 해당 기기의 하드웨어

특성에 따라 정의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의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는 해당 기기의 하드웨어 특성이 송신 또는 수신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

터/슬레이브 겸용으로 정의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의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6.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마스터는 기설정된 통신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해당 슬레이브와 통신을 시작하고 기설정된 통신조

건이 성립되면 통신을 종료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의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7.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슬레이브는 항상 수신대기 상태이며 마스터로부터 통신요청이 있을 때 통신이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8.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마스터/슬레이브 겸용은 기설정된 통신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마스터로 동작하여 해당 슬레이브와

의 통신을 주관하고 통신이 종료되면 슬레이브로 동작하여 수신대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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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송신전용은 해당 기기의 하드웨어 특성상 송신만 가능한 기기에 정의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10.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수신전용은 해당 기기의 하드웨어 특성상 수신만 가능한 기기에 정의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11.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 정의에 마스터가 포함된 기기는 기설정된 슬레이브와의 통신 또는 기설정된 제어코드에 의한 통신 기

능만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1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마스터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메시지 구성과 메시지 분할 및 메시지 조합영역으로 이루어진 응용 계

층과,

패킷 구성과 패킷 송신과 패킷 전송확인과 CSMA/CD와 패킷 체크와 어드레스 체크와 패킷 데이터 수신영역으로 이

루어진 데이터링크 계층과,

UART로 이루어진 물리 계층의 통신규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13.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 계층에 전력선 통신을 위한 어뎁터가 더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1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슬레이브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메시지 구성과 메시지 실행과 메시지 조합 및 메시지 중복 체크영역

으로 이루어진 응용 계층과,

패킷 구성과 패킷 송신과 CSMA/CD와 패킷 체크와 어드레스 체크와 패킷 데이터 수신영역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링크

계층과,

UART로 이루어진 물리 계층의 통신규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15.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 계층에 전력선 통신을 위한 어뎁터가 더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1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기간의 통신은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

템.

청구항 17.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이벤트는 사용자 이벤트, 주기적 이벤트, 상태 이벤트, 에러 이벤트 및 외부 이벤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18.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이벤트는 사용자가 해당 기기의 키를 직접 조작함에 따라 발생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

어시스템.

청구항 19.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 이벤트는 기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자동 발생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20.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이벤트는 해당 기기의 상태변화에 따라 발생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21.
제20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변화는 온도, 습도, 또는 동작상태 변화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22.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이벤트는 기기 외부에서 해당 기기로 통신요청시 발생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23.
제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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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이벤트 발생시 해당 기기는 자신의 상태변화 정보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

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2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마스터는 송신과 수신용으로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

템.

청구항 2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슬레이브는 송신과 수신용으로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

스템.

청구항 2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구조중 마스터/슬레이브 겸용은 송신과 수신용으로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

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27.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패킷 헤더 필드와 향후 패킷 기능 추가를 위한 필드(필드)로 이루어진 헤더 영역과, 메시지 헤더 필드와 

향후 메시지 기능 추가 필드와 메시지 필드로 이루어진 바디(body) 영역 및 트레일러(trailer) 영역으로 구성됨을 특

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28.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그 크기가 17 바이트(Byte) ~ 255 바이트 범위내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

스템.

청구항 29.
제27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헤더 필드는 8 비트로 이루어져 네트웍망이 형성된 가정을 구분하기 위한 홈 코드(HC), 16 비트로 이루어

져 수신자를 표시하기 위한 리시버 어드레스(RA), 16 비트로 이루어져 송신자를 표시하기 위한 샌더 어드레스(SA), 8

비트로 이루어져 패킷의 길이를 표시하기 위한 패킷 랭쓰(PL), 3 비트로 이루어져 전송 우선순위를 표시하기 위한 억

세스 프리아러티(AP), 5 비트로 이루어져 패킷 헤더의 길이를 표시하기 위한 패킷 헤더 랭쓰(PHL), 8 비트로 이루어

져 프로토콜의 버전을 표시하기 위한 프로토콜 버전(PV), 4 비트로 이루어져 패킷 타입을 표시하기 위한 패킷 타입(P

T), 2 비트로 이루어져 재전송 횟수를 표시하기 위한 리트랜스미션 카운터(RC), 그리고 2 비트로 이루어져 새로운 패

킷 전송을 표시하기 위한 패킷 넘버(PN)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0.
제29 항에 있어서,

상기 홈 코드는 핵사값으로 0X03 - 0XFE 범위내에서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1.
제29 항에 있어서,

상기 리시버 어드레스는 항상 샌더 어드레스 앞에 위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2.
제29 항에 있어서,

상기 리시버 어드레스는 상위 비트부터 차례로 2 비트는 네트워크 코드, 6 비트는 제품 코드, 하위 8 비트는 동일제품

구분 코드로 할당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3.
제29 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 프리아러티는 데이터 충돌로 인한 재전송 또는 긴급사태시 '0', 메시지 분할을 통한 대량 데이터 송신시 '

1', 정상적인 통신시 '2', 네트워크 접속상태 신고시 '3'으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4.
제2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버전은 4비트의 버전과 4비트의 서브 버전으로 구성되고 업데이트 순서에 따라 핵사값 0-15를 순서

대로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5.
제29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타입의 핵사값이 '0'의 경우 마스터에 의한 요청 패킷을 표시하고, 핵사값이 '4'일 경우 응답 패킷 성공을 표

시하고, 핵사값이 '5'일 경우 응답 패킷 실패를 표시하고, 핵사값이 '8'일 경우 공지 패킷을 표시하고, 핵사값이 '9'일 

경우 정렬된 패킷을 표시하고, 핵사값이 '10'일 경우 정렬된 데이터의 마지막 패킷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6.
제2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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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킷 넘버는 새로운 패킷 전송시 'I'씩 증가하고 동일 패킷 전송시 해 당 패킷 넘버가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7.
제27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슬레이브에 의한 응답 패킷일 경우 바디 영역의 메시지 필드에 8 비트의 ACK/NAK 가 부가됨을 특징으

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8.
제27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헤더 필드는 8 비트의 메시지 랭쓰(ML), 8 비트의 메시지 헤더 랭쓰(MHL), 8 비트의 포트(PO)로 구성됨

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39.
제27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필드는 8 비트의 코멘드 코드(CC) 및 비트수가 가변되는 아규먼트(ARG)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

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0.
제27 항에 있어서,

상기 트레일러 영역은 16 비트의 에러체크(CRC) 및 8 비트로 이루어져 패킷의 끝을 표시하기 위한 이티엑스(ETX)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1.
제32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코드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경우 '1'을 할당하고, PC 관련기기의 경우 '2'를 할당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 및 PC 관련기기를 제외한 가전기기의 경우 '0'을 할당하고, 예약된 코드로 '3-6'을 지정하며, 그룹 어드레싱 사

용여부 선택을 위해 '7'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2.
제32 항에 있어서,

상기 동일제품 구분 코드는 상기 네트워크 코드값에 따라 그룹 어드레싱 코드로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

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3.
제42 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어드레싱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른 그룹 어드레스와 제품 설치장송에 따른 그룹 어드레스로 구분됨을 특징

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4.
제42 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어드레싱 코드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 관리기를 통해 변경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슬레이브 방식의 통신구조는 하나의 마스터가 하나의 슬레이브에 1 패킷만을 송신하고 상기 슬레이브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1 패킷을 송신하며 이를 상기 마스터가 수신하여 통신을 종료하는 1 리퀘스트- 1 리스폰스 통신 

싸이클과, 마스터가 다수의 슬레이브에게 1 패킷을 송신하고 각 슬레이브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1 패킷을 송신하며 

마스터는 계속 응답을 대기하고 기설정된 수신시간이 지나면 통신을 종료하는 1 리퀘스트- 멀티 리스폰스 통신 싸이

클과, 하나의 마스터가 하나 또는 다수의 슬레이브를 대상으로 1 패킷을 송신하고 응답을 대기하지 않고 통신을 종료

하는 1 리퀘스트 통신 싸이클중 어느 하나에 따라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

템.

청구항 46.
제45 항에 있어서,

상기 각 통신 싸이클 사이에는 소정의 지연시간을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7.
제46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시간은 현재 통신을 수행하는 마스터 이외의 마스터가 통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설정된 시간임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8.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기기는 기설정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작명령을 기설정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

상 기기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49.
제48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명령 및 대상 기기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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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슬레이브 방식에서 슬레이브는 마스터가 송신한 패킷에서 에러가 검출되면 에러 코드를 포함한 리스폰

스 패킷을 해당 마스터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51.
제50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코드는 패킷 에러, 수신자 에러, 배드 코멘드(Bad Command), 일레걸 아규먼트(Illegal Arguments), 일레

걸 엑세스(Illegal Access), 그리고 고장 코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52.
제5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에러는 수신된 패킷의 CRC 에러, 1 바이트(Byte) 수신시간 초과, 그리고 응답 대기시간 초과의 경우 발생

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53.
제5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자 에러는 메모리 부족과, 통신 거부와, 원격제어 거부와 프로토콜 버전 부적합, 그리고 메시지 포트 부적합

의 경우 발생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54.
제51 항에 있어서,

상기 배드 코멘드는 수행할 수 없는 코멘드 코드, 그리고 수행할 수 없는 인자값 포함의 경우 발생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55.
제51 항에 있어서,

상기 일레걸 아규먼트는 정의된 수와 다른 인자수, 그리고 범위 초과의 경우 발생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

워크 제어시스템.

청구항 56.
제51 항에 있어서,

상기 일레걸 억세스는 금지된 동작명령 검출의 경우 발생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전기기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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