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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문영재

(54) 무선 통신을 이용한 도어 제어 시스템 및 옥내 가전 제어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도어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메인 장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사용하여 도어를 개방하고 닫는 것을 제어한다. 메인 장치는 장파 송출부, 고주파 수신부, 고주파 송출부, 메모리, 프

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휴대용 카드는 장파 

수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상기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무선 카드, 도어 잠금 제어, 옥내 가전 제품 제어, 잠금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통신을 이용한 도어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건물의 도어와 차량의 도어를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상기 제어 시스템이 건물의 도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

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가전 제품 및 전원 장치를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시스

템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어 시스템이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배경기술

종래에 건물의 도어를 개폐하기 위한 장치로는 열쇠와 자물쇠 구조에 기초한 기계적인 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키 형태의 시건 장치, 지문 또는 홍채 등과 같은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는 센서 장치들

이 개발되고 있다.

상기 장치들은, 도어의 개폐를 제어하기 위하여, 열쇠를 소지하고 이를 자물쇠에 기계적으로 작동시키거나, 카드키를

센서에 접촉시키거나, 지문 또는 홍채를 센서에 근접한 위치까지 이동시켜야 하므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또한, 상기 종래의 장치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물쇠 또는 감지부가 도어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고의적인 파괴 행

위로 인해 보안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종래의 건물 도어의 개폐 장치들을 활용하여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대부분의 경우, 

메인 컨트롤러와 센서부간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센서부의 센서 결과에 기초한 제어 동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유선으로 작동하므로, 기 건축된 건물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시스템용 배선이 건물 외관에 배치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유선 제어에 기초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은 미관상 미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될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배선을 위한 공사를 포함한 설치에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어 실용화에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무선 통신을 이용한 홈 오토메이션이 일부 선보이기도 했으나, 이러한 시스템 역시 홈 오토메이션 전용의 메인 

제어 장치와 도어 및 가전 제품에 장착될 제어부 및 경보 장치를 필요로 하므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차량의 도어 제어 시스템으로서 종래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고 도난 방지를 위해 무선으

로 차량의 도어를 개폐하고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있으며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장치

의 일례로서 한국 특허공고 제1990-6095호에 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상기 장치는 차량의 내부에 주제어부를 

설치하여 이 주제어부에 기억된 비밀번호와 동일한 암호가 기억된 리모콘을 가진 운전자만이 차량의 도어를 개폐할 

수 있고 시동 전원을 온 오프할 수 있게 하며, 리모콘을 휴대하지 않은 자의 경우 이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하거나 

침입자를 퇴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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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 장치에 의하면 차량의 도어를 개폐하거나 시동을 걸 때에 운전자가 리모콘에 설치된 버튼을 일일이 조작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주변의 각종 전자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의 간섭에 의해 오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종래 기술로서 한국 특허 공고 제1991-7176호에 개시된 장치가 있다. 상

기 장치에 의하면,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리모콘을 휴대한 채로 차량에 가까이 가면 도어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며 운전자가 리모콘을 휴대한 채 차량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도어의 잠금 장치가 자동으

로 잠기며 도어가 잠긴 후에는 도난 경보기로 동작한다.

그러나 상기 특허공고 1991-7176호에 개시된 기술에 의하면, 여러 대의 차량과 여러 개의 자동 발신 원격 조정기가 

제작되어 출고될 경우 100 kHz 대역의 장파(LF)를 송수신하는 장파 송수신기와, 초단파(VHF)를 송수신하는 초단파 

송수신기가 전파관리법에서 규정된 차량용 지정주파수 할당 상 각각 지정된 동일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장파 신호를 무변조하여 자동 발신 무선 원격 조정기로 송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00 kHz 대역 또는 그 부근 주파수 대역에서 미약한 전파를 발생하는 TV, 컴퓨터용 모니터, 전자 복사기, 삼

파장 형광등 기타 가전 제품 및 강한 전파를 발생시키는 전기, 전자 기기 등에 자동 발신 무선 원격 조정기를 접근시킬

경우 회 로가 계속적으로 작동하여 카드의 내부 수은 전지가 빨리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한 대의 차량에 여러 개의 자동 발신 무선 원격 조정기가 접근하면 장파 감도 거리에 있는 모든 자동 발신 무

선 원격 조정기가 동시에 작동하여 각각의 자동 발신 무선 원격 조정기 내에 있는 초단파 송수신기들이 동시에 고유 

데이터를 송신한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동일 주파수로 인한 간섭 때문에 해당 차량의 초단파 수신기가 지정된 고유 

데이터를 판독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본 발명과 다른 분야에서는 전원없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의하면 감지 

거리가 동일 조건에서 최대 30 cm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건전지를 사용하

는 양방향 통신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카드 수신 방식을 초절전형 장파 수신 방식이 아니라 초단파의 수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서 회로의 기준 바이어스 전류 때문에 전류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없다. 또한 소모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카드 내의 초단파 송신기를 계속 작동시키지 않고 간헐적으로 작동시키더라도 작동시의 순간 소모 

전류는 수 mA가 되므로 용량이 200 mA 이내의 초소형의 수은 전지는 그 사용 기간이 10일 이내에 지나지 않아 상품

화는 불가능하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도어 특히, 차량 또는 건물의 

도어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무선 통신을 이용한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메인 장치와 무선통신하는 수단 예를 들어, 무선 카

드가 전파 도달 거리 내에 계속 존재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도어가 잠금 및 해제 상태를 반복하게 되어 무선 카드의 배

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잠금 장치의 배터리가 소모된 경우 등의 비상 시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옥내의 각종 가전 제품을 외부로부터 전화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비

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하여 메인 장치가 도어의 개폐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

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도어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메인 장치는 장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장파 송출부, 초단파를 수

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초단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초단파 송출부,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s1) 

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는 과정과, (s2)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판

단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잠금 해제 

명령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도어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휴대용 카드는 장파를 수신하

기 위한 카드측 장파 수신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상기 카드측 프로세

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c1)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도어 제어 시스템은 상기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수신하면 도어의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

을 수행하는 도어 잠금 제어부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도어 제어 시스템은 전화 제어부 및 장치 제어부를 더 포함하여 옥내 가전 제품을 제

어할 수 있다.

전화 제어부는 외부 전화선으로부터 입력되는 전화 신호가 DTMF 신호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 전화로 스위칭하기 위

한 전환 스위치, 상기 외부 전화선으로부터 입력되는 DTMF 신호와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 가능한 신호를 상호 변

환하는 DTMF 변환부, 프로세서, 및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전화 

제어부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상기 DTMF 변환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감지하고, 감지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를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감지된 제어 신호를 상기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로 전송하는 

과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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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어부는 피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 고유 코드 및 장치 제어 명령를 포함하는 제5 초단파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장치 고유 코드에 해당하는 피제어 장 치를 상기 장치 제어 명령에 맞게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메인 장치측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상기 전화 제어부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 중 장치 고유 코드 및

장치 제어 명령을 분리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제5 초단파 신호를 상기 초단파 송신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을 더 포함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메인 장치, 휴대용 무선 카드, 및 도어 잠금 제어부를 이용하는 도어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메인 장치는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고,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경

우에는, 상기 주기 코드를 장파 ID로 변환하여 이를 포함하는 제2 장파를 송출하고, ID 코드 및 잠금 해제 신호를 포

함하는 제2 초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를 송출하고,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수신하면, 도어의 잠금 해제를 통보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휴대용 무선 카드는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

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송출하고, 상기 제2 장파를 수신하면, 상기 장파 ID와 주기 코드를 비교

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ID 코드 및 잠금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

한다.

도어 잠금 제어부는 상기 제3 초단파를 수신하면, 도어의 잠금을 해제하고,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

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목적 장치가 설치되는 프레임 예를 들어 문틀 등에 

장착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문틀에 장착되는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메인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잠금 해제 신호 또는 잠

금 신호에 따라 작동 가능한 구동 수단과, 상기 구동 수단에 결합되어 있고 상기 구동 수단의 작동에 따라 회전 가능한

걸림쇠와, 회전 가능하고 도어측의 고정쇠가 맞물리는 구동쇠를 포함한다. 잠금 상태에서는 상기 걸림쇠가 상기 구동

쇠에 맞물려 구동쇠의 회전이 방지되고, 잠금 해제 상태에서는 상기 구동 수단의 작동에 의해 상기 걸림쇠가 회전함

으로써 상기 구동쇠와의 맞물림 상태가 해제되어 상기 구동쇠가 회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차량용 도어/시동 제어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제어 시스템은 장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

한 장파 송출부, 초단파를 수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

로그램으로서, (1) 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는 과정과, (2)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고유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제1 초단파로부터 고유 데이터를 검출

하여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와 동일한지를 판단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제2 장파를 송출하는 과정

과, (3) 고유 데이터 및 도어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제2 초단파로부터 고유 데이

터를 검출하여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와 동일한지를 판단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도어를 해제하는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메인 장치와, 장파를 수신하기 위한 카드측 장파 수

신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상기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1)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고유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초단파를 송

출하는 과정, (2) 상기 제2 장파를 수신하여 수신된 제2 장파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를 검출하여 메모리에 기록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고유 데이터와 도어 해제 명령을 포함한 제2 초단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하

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 및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복수개의 조작 신호를 

상기 메인 장치로 전송하는 원격조정 송신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는 카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센서가 카드가 움직이는 것으로 감지하는 경우에만 휴대용 무선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무선 카드의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와 메인 장치간의 조작 신호는 유선으로 전송될 수도 있고, 초단파에 실려 무선으로 전송

되는 것도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물 옥내 가전 제품을 

외부에서 제어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메인 장치(1100)의 구성

을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무선 카드(1200)의 구성을 도시한 블

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도어 잠금장치(1300)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7은 건물용 메인 장치(1100), 전화 제어부(1150), 가전 제품 제어부(1410, 1420, 1430) 및 무선 침입 감지부(111

0) 등으로 구성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옥내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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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동작 중 전송되는 파형 및 신호를 도시한 시계열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동작 중 전송되는 파형 및 신호의 종류와 피복조 신호를 보인 표.

도 10 및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어를 잠그기 위한 기구의 설치 형태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의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에 있어 메인장치의 상세블록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에 있어 휴대용 무선 카드의 상세블

록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에 있어 원격조정 송신부의 상세블

록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에 있어 시스템 타이밍도.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메인장치 및 차량제어부의 상세회로도.

도 18a는 발명에 따른 메인장치의 장파송신기의 상세회로도.

도 18b는 발명에 따른 메인장치의 초단파수신기의 상세회로도.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의 상세회로도.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조정 송신부의 상세회로도.

도 21a는 본 발명에 따른 메인장치의 동작흐름도.

도 21b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의 동작흐름도.

도 21c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조정 송신부의 동작흐름도.

도 21d는 도 21a의 서브루틴 동작흐름도.

도2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제어 시 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23은 도22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건물 제어 시스템의 메인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24는 상기 실시예에 따른 건물 제어 시스템의 무선 카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25는 상기 실시예에 따른 건물 제어 시스템의 동작 중 전송되는 신호 및 신호의 파형을 도시한 시계열도.

도26은 상기 실시예에 따른 건물 제어 시스템의 동작 중 전송되는 파형 및 신호의 종류와 피복조 신호를 보인 표.

도27은 본 발명에 따른 건물 도어의 잠금 장치의 일실시예의 분해도.

도28a는 본 발명에 따른 건물 도어의 잠금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정면도.

도28b는 도28a에 도시된 잠금 장치의 측면도.

도29는 도27에 도시된 잠금 장치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도어측 고정 장치의 일실시예의 분해도.

도30a는 도28a 및 도28b에 도시된 잠금 장치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도어측 고정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

도30b는 도30a에 도시된 고정 장치의 개략적인 측면도.

도31은 본 발명에 의한 도어 잠금 장치가 설치된 경우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3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도어/시동 제어 장치의 메인 장치와 휴대용 무선 카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3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도어/시동 제어 장치의 메인 장치와 휴대용 무선 카드의 구성을 도

시한 블록도.

도34는 도32에 도시된 실시예에 의해 도어의 잠금 해제를 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35는 도33에 도시된 실시예에 의해 도어의 잠금 해제를 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실시예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도어 제어 시스템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설명

한다.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먼저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을 설명하고, 이어서 차량의 도어 제어 시스템에 대

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편의상,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이라 명명하여 설명하지만, 이하에서도 언급

되는 바와 같이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의 기술 구성은 건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도어를 

구비하고 있는 여러 객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I.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

1. 시스템의 구성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상기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휴대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1200)와, 휴대용 

무선 카드(1200)의 접근 여부를 감지하여 무선 또는 유선으로 다양한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메인 장치(1100)

와, 메인 장치(1100)의 제어에 의해 도어의 잠금작동을 통제하는 도어 잠금장치(1300)를 포함한다.

메인 장치(1100)는 100 KHz 대역의 장파, 예를 들면 LF대에 동기 신호를 실어 주위로 송신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사용자가 수동 스위치(2150)를 온 시켰을 때에만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상기 

장파 대신에 초단파에 동기 신호를 실어 송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 수동 스위치(2150)를 온시켰을 때

에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비록 메인 장치가 송신하는 장파에 대해서만 설명하더

라도 이는 초단파를 송출하거나 송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용자가 수동 스위치(21

50)를 온시켰을 때에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제어 시스템의 메인 장치는 도23에 도시되어 있다.

메인 장치(1100)는 무선 카드(1200)로부터 신호가 수신되지 않거나 별도의 제어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도어 잠

금장치(1300)로 도어 잠금 명령을 송출하여, 도어가 잠긴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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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태라 정의한다.

무선 카드(1200)는 메인 장치(1100)에 근접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메인 장치(1100)가 송신한 장파를 수신하면, 무선 

카드(1200)의 내부 전원이 턴-온되고 무선 카드의 ID 코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메인 장치(1100)로 송신한다. 본 발명

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카드(1200)가 ID 코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송신하는 기준이 되는 무선 카드(1200)의 근

접 거리는 1m로 설정된다.

메인 장치(1100)는 무선 카드(1200)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고, 이로부터 ID 코드를 해독하여 기 저장된 ID 코드 중

에 일치하는 ID 코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메인 장치(1100)는 근접한 곳에 위치한 무선 카드(1200)의 ID 코드가 기 저장된 ID 코드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유효한 무선 카드(1200)를 소지한 사용자가 접근한 것으로 가정하고 도어 잠금장치(1300)로 도어 잠금 해제

명령을 송출한다. 무선 카드의 ID 코드와 일치하는 ID 코드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기 상

태로 복귀한다.

무선 카드(1200)가 메인 장치(1100)로부터 이격됨으로써, ID 코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메인 장치(1100)로 송신하는 

동작을 종료하면, 메인 장치(1100)는 무선 카드(1200)로부터 수신되는 신호가 없으므로 무선 카드(1200)를 소지한 

사용자가 원격지로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고, 도어 잠금장치(1300)로 도어 잠금 명령을 송출하여 초기 상태로 복귀한

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카드(1200)가 원격지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무선 카드(120

0)의 이격 거리는 3m 정도이다.

도어에는 개폐 감지 스위치(1140)를 설치한다. 개폐 감지 스위치(1140)는 도어의 개폐 상태를 감지하여 이를 메인 

장치(1100)에 보고함으로써, 메인 장치(1100)로 하여금 도어의 개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 

어 잠금장치(1300)에 내장된 잠금 감지 스위치(1310)는 도어의 잠금 상태를 감지하여 이를 도어 잠금장치(1300)에 

보고함으로써, 도어 잠금장치(1300)로 하여금 도어의 잠금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잠금 동작을 오류 없이 수행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도 10 및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도어 잠금장치(1300), 잠금 감지 스위치(1310) 및 도어를 잠그기 위

한 기구의 설치 형태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10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1010)가 옥내의 벽 또는 문틀(1020)에 설치된 구조에 있어서, 도어 잠금장치(

1300)는 도어(1010)에 설치된다. 도어 잠금장치(1300)의 제어하에 도어를 잠그기 위한 잠금 수단은 고정쇠(1330) 

및 걸림쇠(1340)를 포함한다. 걸림쇠(1340)는 도어 제어 장치(1300)로부터 돌출되도록 형성되며 도어 잠금장치(130

0)의 제어에 의해서 도어 잠금장치(1300)로부터 돌출된 방향으로 편향 이동이 가능하다. 고정쇠(1330)는 벽 또는 문

틀(1020)에 설치되며; 걸림쇠(1340)가 삽입될 수 있도록 동공이 형성되고, 걸림쇠(1340)가 편향 이동됨에 따라 동공

으로 걸림쇠(1340)가 삽입될 수 있는 위치에 형성된다. 도어(1010)에 설치된 도어 잠금장치(1300)는 메인 장치(110

0)와 제3 초단파(VHF3) 및 제4 초단파(VHF4)를 무선으로 송수신한다.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1010)가 옥내의 벽 또는 문틀(1020)에 설치된 구조에 있어서, 도어 잠금장치(

1300)는 벽 또는 문틀(1020)에 설치된다. 도 11및 도 10에 도시된 양 실시예의 차이는,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의 경

우에 도어 잠금장치(1300) 및 걸림쇠(1340)는 벽 또는 문틀(1020)에 설치되고, 고정쇠(1330)는 도어(1010)에 설치

된다는 점이다.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 잠금장치(1300)가 벽 또는 문틀에 고정되므로, 메인 장치(1100)와 무선 통신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도어 잠금장치(1300)와 메인 장치(1100)는 제3 초단파 및 제4 초단파를 송수신하지 

않고, 유선을 통해 제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도어 잠금장치(1300)가 문틀에 설치되면 도어의 잠금 장치와 메인 장치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잠금 

장치 구동을 위해 배터리가 소모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제공된다. 또한, 도어의 잠금 장치를 문틀

에 장착하고 잠금 장치에 의해 고정되는 고정쇠를 도어에 장착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도어의 디자인을 미려하게 하

는 것이 가능하며 도어를 통한 출입이 빈번한 경우 내지 비상시에 잠금 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도 도어에 설치된 

고정쇠를 조작함으로써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22에는 도어 잠금장치(2300)와 메인 장치(2100)가 무선으로 교신하지 않고 유선으로 신호를 교신하는 상기 실시

예의 시스템 구성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어의 잠금 장치의 기술 구성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건물의 옥내에는 침입 감지 장치(1110) 및 음성 경보 장치(1120)가 설치된다. 침입 감지 장치(1110)는 정상적으로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고 건물 옥내를 침입하는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침입 감

지 장치(1110)는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움직임 감지 센서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음성 경보 장치(1120)는 옥내

에 물체가 침입한 경우 메인 장치(1100)의 제어에 따 라 음성 경보음을 울리거나 침입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는 등의 

비상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침입 감지 장치(1110)는 인증을 받지 않은 물체의 옥내 침입을 감지하여 이를 메인 장치(1100)에 무선으로 보고한다.

메인 장치(1100)는

침입 감지 장치(1110)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물체의 옥내 침입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음성 경보 장치(1120)를 제어

하여 음성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다. 음성 경보 장치(1120)는 또한 메인 장치의 제어하에 메모리에 기 저장된 전화번

호로 전화를 걸어 침입 사실을 통보한다.

(1) 메인 장치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도어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메인 장치(1100)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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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인 장치(1100)는, 무선 카드(1200)로 송출할 동기 신호 및 장파 ID를 포함하는 제1 및 

제2 장파(LF1, LF2)를 발생하는 장파 발생부(1104), 장파 발생부로부터 발생된 제1 및 제2 장파(LF1, LF2) 신호를 

공간으로 송출하기 위한 장파 안테나(1105)를 포함한다. 메인 장치(1100)는 또한, 무선 카드(1200)가 송출하며 ID 

코드와 도어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1 및 제2 초단파(VHF1, VHF2)를 수신하고 도어 잠금장치(1300)로부터 도어 

잠금 해제 신호, 잠금 작동 신호, 메인 정지 신호, 및 메인 작동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VHF4)를 수신하며 침입 

감지 센서(1110)로부터 침입 신호를 포함하는 제6 초단파(VHF6)를 수신하는 제1 초단파 수신 안테나(1109) 및 제1 

초단파 수신부(1108)와, 도어 잠금장치(1300)로 도어 해제 신호 및 장치 고유 코드를 포함한 제3 초단파(VHF3)를 

송신하고 제어부(1410)로 전원 제어 신호 및 장치 고유 코드를 포함한 제5 초단파(VHF5)를 공간으로 송출하는 제1 

초단파 송신부(1106)와 제1 초단파 송신 안테나(1107)를 구비한다.

메인 장치(1100)는 메모리(1102)를 구비한다. 메모리(1102)는 무선 카드(1200)와의 교신 중에 비교 및 확인하기 위

한 하나 이상의ID 코드와, 침입 감지시 외부 전화 제어부(1150)를 통해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기억한다.

메인 장치(1100)는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침입을 했을 시 감지할 수 있는 움직임 감지 센서 등과 같은 침입 감

지 센서(1110)와, 사용전압이 규정 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시 전원의 감지 유무를 감지할 수 있는 전원 감지부(1103)

와, 음성 경보 등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음성칩이 내장된 음성 경보 장치(1120)가 구비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메인 장치(1100)는 상기 제 구성으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각각의 구성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1101)를 포함한다.

메인 장치(1100)는 또한, 외부의 전화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 전화선을 통하여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전화 제어부(1150)를 포함한다. 전화 제어부(1150)는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력되는 전화 신호가 제어 신호가 아니면

외부 전화기로 전환하고 메인 장치(1100)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로 판명되면 DTMF 송 수신 회로(1152)로 전환

하는 전환 스위치(1153)와, 전환 스위치(1153)를 통한 외부 전화 입력을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이용 가능한 신

호로 변환시켜 주는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 이중톤 다중 주파수) 송수신 회로(1152)와, DTMF 송수신

회로(1152)의 출력으로부터 제어부 지정신호와 제어 신호를 입력받아 이 신호를 분석 처리하여 제1 마이크로 프로세

서(1101)로 전송하며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1101)로부터 침입 감지시 호출 전화 번호를 수신하여 DTMF 송수신 회

로로 전송하는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1151)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1101)와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서로 직렬 포트로 접속된다.

도23에는 도어 잠금장치(2300)와 메인 장치(2100)의 마이크로 프로세서(2101)가 유선으로 교신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의 메인 장치(210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면의 간략화를 위해 도23에는 홈 오토메

이션을 위한 전화 제어부 및 침입 감지 센서 등의 구성은 생략되었다. 도23에 도시된 메인 장치(2100)는 시스템을 온

시킬 수 있는 수동 스위치(2150)를 포함하고 있다.

도23에 도시된 메인 장치는, 무선 카드(2200)로 송출할 동기 신호 및 장파 또는 초단파 ID를 포함하는 제1 및 제2 장

파 (LF1, LF2) 또는 제1 및 제2 초단파(VHF1, VHF2)를 발생하는 장파 또는 초단파 발생부(2103), 장파 또는 초단파

발생부로부터 발생된 제1 및 제2 장파(LF1, LF2) 신호 또는 제1 및 제2 초단파(VHF1, VHF2)를 공간으로 송출하기 

위한 장파(초단파) 안테나(2104)를 포함 한다. 메인 장치(2100)는 또한, 무선 카드(2200)가 송출하며 ID 코드와 도어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3 및 제4 초단파(VHF3, VHF4)를 수신하는 제1 초단파 수신 안테나(2106) 및 제1 초단파 

수신부(2105)를 포함한다. 그리고 메인 장치(2100)는 도어 잠금 장치(2300)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도어 잠금 신호 및

도어 잠금 해제 신호를 송수신한다.

다른 구성요소의 작동은 도3에 도시된 메인 장치(1100)와 동일하다.

메인 장치(1100, 2100)는 또한 외부에서 가정용 220V AC 전원을 입력받아 정류 및 평활 회로를 거쳐 DC 5V와 DC 

12V로 변환하여 메인 장치(1100,2100)에 공급하는 정전압 회로(1130, 2130)를 구비한다.

(2) 무선 카드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카드(1200)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무선 카드(1200)는 메인 장치(1100)로부터 송출되는 동기 신호를 포함한 제1 장파(LF1) 및 장파 ID를 포함한 제2 장

파(LF2)를 수신하는 장파 수신부(1202)와 장파 수신 안테나(1203), 메인 장치(1100)로 고유 데이터와 도어 해제 신

호를 포함하는 제1 및 제2 초단파(VHF1, VHF2)를 송신하는 제2 초단파 송신부(1204)와 제2 초단파 송신 안테나(12

05), 장파 수신부(1202)로부터 수신되는 동기 및 고유 데이터를 비교 및 분석하여 소정의 고유 데이터를 제2 초단파 

송신부(1204)를 통해 출력하는 카드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201)와, 상기 카드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201)에 연결되

어 동기 신호와 비상 송신 버튼(1206)에 의해 배터리(1208)의 전원을 상기 카드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201)에 공급

하는 스위칭 회로(1207)를 포함한다.

도24에는 사용자가 수동 스위치(2150)를 온시켰을 때에만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며 비상시에 비상 해제 

요청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실시예에 있어서의 무선 카드(2200)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무

선 카드(2200)는 메인 장치(2100)로부터 송출되는 동기 신호를 포함한 제1 장파(LF1) 또는 제1 초단파(VHF1) 및 

장파 ID를 포함한 제2 장파(LF2) 또는 장파 ID를 포함한 제2 초단파(VHF2)를 수신하는 장파(초단파) 수신부(2202)

와 장파(초단파) 수신 안테나(2203), 메인 장치(2100)로 고유 데이터와 도어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3 및 제4 초단

파(VHF3, VHF4)를 송신하는 제2 초단파 송신부(2204)와 제2 초단파 송신 안테나(2205), 장파(초단파) 수신부(220

2)로부터 수신되는 동기 및 고유 데이터를 비교 및 분석하여 소정의 고유 데이터를 제2 초단파 송신부(2204)를 통해 

출력하는 카드측 마이크로 프로세서(2201)와, 상기 카드측 마이크로 프로세서(2201)에 연결되어 동기 신호와 비상 

송신 버튼(2206)에 의해 배터리(2208)의 전원을 상기 카드측 마이크로 프로세서(2201)에 공급하는 스위칭 회로(220

7)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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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선 카드(2200)는 도어 잠금 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비상시에 ID 코드 및 비상 해제 요청 신호가 포함된 제5 초

단파(VHF5)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용 송신 버튼(2206)도 포함한다.

도24에는 상기 무선 카드(2200)가 장파를 수신하는 경우가 도시되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수동 스위치(2150)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단파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에는 장파 수신부(2202) 및 장파 수신 안테나(2203)는

초단파 수신부 및 초단파 수신 안테나로 변경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는 무선 카드 자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포

함한다. 상기 센서가 카드의 움직임을 감지할 때에만 휴대용 무선 카드가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용 무선 카드의 

배터리의 소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휴대용 무선 카드에 자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은 후술하는 차량의 도어 제어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3) 도어 개폐 및 잠금 제어 모듈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도어 잠금장치(1300)의 구성을 도시

한 블록도이다.

도어 잠금장치(1300)는 제1 초단파 송신 안테나(1107)로부터 송출되는 해제 신호와 장치 고유 코드가 포함된 제3 초

단파(VHF3)를 수신하여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301)로 전송하는 제2 초단파 수신부(1304) 및 제2 초단

파 수신 안테나(1305)와,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301)로부터 도어 잠금 신호, 해제 신호 또는 메인 정지 

신호, 메인 작동 신호를 포함한 제4 초단파(VHF4)를 송출하는 제3 초단파 송신부(1306)와 제3 초단파 송신 안테나(

1307)를 포함한다. 도어 잠금장치(1300)는 또한, 제2 초단파 수신부(1304)로부터 수신되는 도어 해제 신호를 해석하

여 출력단에 연결된 구동모터(1308)를 구동하고 또한 각종 스위치들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포함한 제4 초단파를 송신

부(1306)를 통하여 메인 장치(1100)로 송출하는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301),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301)에 연결되어 도어 제어부(1300)로 전원을 공급하는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1309)를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잠금 모듈은 도어의 현재 개폐 상태를 감지하여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301)로 전

송하여 도어 개폐 상태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140)와 동작중인 구동 모터(1308)를 지정

위치에서 정확하게 정지하도록 지정해 주는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1310)를 포함한다.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140)

는 마그네틱 스위치 또는 충격 스위치 형태이고,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1310)는 접점 스위치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140)는 메인 장치 내부에 설치되거나 또는 메인 장

치와 직접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다. 또한,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어 

잠금장치(1300) 내부에 설치되거나 또는 도어 잠금장치(1300)와 직접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 잠금장치(1300)는 도어의 개폐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모드 변환할 수 있는 모드 

스위치(1302) 및 수동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 도어의 개폐와 잠금 상태를 수동 조작하기 위한 수동 스위치(1303)를 더

포함한다. 수동 모드는 예를 들면, 출입이 빈번한 경우에는 출입시마다 무선 카드(1200)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여 자

동 도어 개방을 하지 않고 수동 스위치(1303)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

하다. 또한, 수동 스위치는 모드 스위치(1302)를 이용하여 메인 장치(1100)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옥내에서 무선 카드

(1200)를 소지하지 않고 잠금 장치를 해제할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모드 스위치를 수동 모드로 조작하면 수동 모드 신호가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301)로 입력된다. 도어 제

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메인 정지 신호를 포함한 제4 초단파(VHF4)를 제3 초단파 송신부(1306)를 거쳐 송출한

다. 메인 장치(1100)는 메인 정지 신호를 입력받으면, 메인 장치(1100)의 작동을 정지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메인 정지 신호를 입력받은 메인 장치(1100)는 메인 장치(1100) 전체의 동작을 정지시키지 않고, 휴대용 카

드와의 교신 기능과 관련된 동작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

모드 스위치를 자동 모드로 조작하면 자동 모드 신호가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1301)로 입력된다. 도어 제

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메인 작동 신호를 포함한 제4 초단파(VHF4)를 송출한다. 메인 장치(1100)는 메인 작동 

신호를 입력받으면, 동작을 재개한다.

모드 스위치를 경보 모드로 조작하면, 건물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도어의 잠금 장치는 자동 모드와 같이 동작한다. 경

보 모드는 침입 감지부를 동작시켜 외부의 침입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모드 스위치(1302)의 모드 변경은 무선 카드(120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로써, 보안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4) 도어의 잠금 장치

도 27 내지 도28a는 벽 또는 문틀에 설치된 도어 잠금 장치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31은 본 발명에

의한 도어 잠금 장치가 설치된 것을 개 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31에 의하면 메인 장치(2100)와 도어 잠금 장치

(2300)는 유선으로 연결되고, 상기 도어 잠금 장치(2300)가 문틀에 설치된다.

이하에서는 상기 도어 잠금 장치(2300)의 구체적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1) 제1 실시예

도27의 도어 잠금 장치(2300)는 크게 구동부 및 고정부로 나뉘어진다. 상기 구동부는 걸림쇠(2304), 구동쇠(2303) 

및 솔레노이드(2305)를 포함한다. 구동쇠(2303)는 제1 축부(2311), 제2 축부(2313), 몸체부(2318) 및 상기 제1 축

부(2311)의 말단에 형성되어 있는 평편부(2315)를 포함한다. 평편부(2315)에는 걸림쇠(2304)가 걸릴 수 있는 홈 예

를 들어, 대략 "ㄴ"자형의 오목부(2316)가 형성되어 있다. 구동쇠(2303)의 몸체부(2318)에는 길이 방향으로 홈(2317

)이 형성되어 있다. 고정부는 상부 케이스부(2301), 하부 케이스부(2302) 및 샤프트(2306)를 포함한다. 샤프트(2306

)는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 케이스부(2302)의 구멍에 삽입되며, 하부 케이스부(2302)의 제1 벽(2341) 및 제2 벽(234

2) 사이에서 걸림쇠(2304)의 제1 구멍(2331)을 관통한다. 걸림쇠(2304)의 제2 구멍(2332)에는 솔레노이드의 축이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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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쇠(2303)의 제1 축 및 제2 축(2311, 2313)이 하부 케이스부(2302)의 제2 벽(2342) 및 제3 벽(2343)의 대략 "U"

자형 홈(2344)에 회전 가능하도록 끼워진다.

도어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걸림쇠(2304)가 구동쇠(2303)의 평편부(2315)의 "ㄴ"자형 오목부(2316)에 걸림으로써

구동쇠(2303)의 회전이 방지된다. 그리고 상기 잠김 상태에서는 도어의 고정쇠(2352)가 구동쇠(2303)의 홈(2317)에

맞물려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구동쇠(2303)의 회전이 걸림쇠(2304)에 의해 방지되므로, 도어는 개방되지 않는다.

메인 장치(2100)로부터 도어의 잠금 해제 신호가 수신되면 솔레노이드(2305)가 작동하여 걸림쇠(2304)를 회전시킨

다. 걸림쇠(2304)가 회전함으로써 구동쇠(2303)의 평편부(2315)의 오목부(2316)와 걸림쇠(2304)의 맞물림이 해제

되므로, 구동쇠(2303)가 회전 가능하게 된다. 이어서 도어를 개방하게 되면 도어의 고정쇠(2352)에 의해 구동쇠가 시

계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도어가 개방된다.

구동쇠(2303)가 회전됨으로써 고정쇠(2352)가 탈착되면 구동쇠(2303)의 회전 운동의 반작용과 솔레노이드(2305)의

복귀 스프링에 의해서 구동쇠(2303)가 초기 상태로 복귀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동쇠의 하단부에 자석(2

308)을 배치함으로써, 구동쇠(2303)가 회전한 후에도 도어에 설치된 고정쇠(2352)에 의해 폐쇄되기 전까지는 구동

쇠(2303)의 자석(2308)이 샤프트(2306)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개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구동쇠(2303)가 회전하여 도어가 열리면 구동쇠(2303)의 돌출부(2312)에 의해 도어 잠김 스위치(2310)가 해제되어

도어가 열렸다는 신호가 메인 장치(2100)로 전달된다.

한편, 도어를 닫으면 도어에 설치된 고정쇠(2352)가 동시에 회전하며 이 때 회전하는 고정쇠(2352)는 샤프트(2306)

에 붙어 있는 구동쇠(2303)를 밀고, 솔레노 이드(2305)의 복귀 스프링에 의해 걸림쇠(2304)가 초기 상태로 회전하고

구동쇠(2303)는 걸림쇠(2304)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이 고정된다.

구동쇠(2303)가 초기 상태로 복귀하게 되면 구동쇠(2303)의 돌출부(2312)에 의해 도어 잠김 스위치(2310)를 동작

시켜 도어가 잠겼다는 신호가 메인 장치(2100)로 전달된다.

구동쇠(2303)가 초기 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기계 공차에 의해 구동쇠(2303)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 

케이스(2302)에 설치된 자석(2309) 및 플레이트(2307)에 의해 고정된다.

이를 위하여 잠금장치(2300)의 대부분을 자석에 붙지 않는 비자성체 예를 들면, 알루미늄 합금 등으로 제작하고 샤프

트(2306) 및 플레이트(2307)는 자성체 예를 들면, 스틸 등으로 제작한다.

또한, 메인 장치(2100)의 잠김 해제 신호에 의해 솔레노이드(2305)가 작동하면 도어가 회전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정 

시간 예를 들어, 4초 동안 도어가 열리지 아니하면 솔레노이드(2305)가 초기 상태로 복귀하여 구동쇠(2303)를 다시 

고정시키며, 상기 소정 시간 내에 도어가 열리게 되면 구동쇠(2303)가 회전하여 구동쇠(2303)에 설치된 자석(2308)

에 의해 구동쇠(2303)가 샤프트(2306)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잠금 해제 상태가 유지된다. 도어가 닫힘으로써 구동쇠(

2303)가 초기 상태로 복귀하면 하부 케이스(2302)에 설치된 자석(2309)에 의해 구동쇠(2303)가 고정되기 때문에 구

동쇠(2303)의 미세 회전이 방지되며 잠금 상태가 유지된다.

이상 설명한 것은 메인 장치(2100)의 잠금 해제 신호에 의한 잠금 장치의 동 작에 관한 것이며, 화재시 등과 같이 잠

금 장치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상기 동작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도어의 잠금 상태를 해제시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어측에 설치된 고정쇠를 동작시킬 수 있다. 도29에는 본 발명에 의한 도어측 고정쇠 부분이 도시되어 

있다.

도어 잠금 장치(2300)의 구동쇠(2303)에 의해 고정되는 부분인 고정쇠를 동작시켜 구동쇠에 고정되는 돌출부를 제

거함으로서 도어를 자유롭게 열 수 있다.

도어에 설치된 고정쇠 뭉치(2350)는 구동쇠(2303)의 홈에 삽입된 고정쇠(2352)에 의해 평상시 잠김 상태를 유지하

다가 비상시 예를 들어 화재로 잠금 장치가 손상된 경우 또는 빈번한 출입으로 잠금 장치를 수동으로 해제해야 할 경

우 수동 레버(2353)를 조작하여 고정쇠(2352)를 고정쇠 뭉치(2350) 내부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정쇠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수동 레버(2353)를 당기면, 유지 스프링(도시되

지 않음)에 의해 위치를 유지하던 회전축(2354)이 상향 이동함으로써 케이스(2351)의 홈(2359)에 걸려 회전할 수 없

던 상태에서 회전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수동 레버(2353)를 회전시키면 회전축(2354)의 돌출부(2355)도 

함께 회전하면서 돌출부(2355)에 맞물려 있던 고정쇠(2352)를 고정쇠 뭉치(2350) 내부로 수평 편향 이동시킴으로써

구동쇠(2303)의 홈(2317)에 맞물리는 고정쇠(2352) 부분이 제거되므로 해제 가능한 상태가 된다.

즉, 기존의 잠금 장치의 경우 상기와 같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잠금 장치 후부의 별도의 고정 장치를 조작하여 수동 

레버를 회전 가능한 상태로 변경한 다음 수동 레버를 조작하여 잠금 장치의 잠금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중의 조작

이 필요하였으나 상기의 본 장치는 하나의 수동레버를 통하여 조작할 수 있으므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제2 실시예

도28a 및 도28b에는 본 발명에 의한 도어 잠금 장치의 제2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제2 실시예에서는 솔레노이드(2

305)를 사용하는 제1 실시예와 달리 모터(2402), 제1 및 제2 평기어(2403, 2404) 및 워엄 기어(2405, 2406)를 사용

한다. 제2 실시예에 의한 잠금 장치(2400)는 모터(2402)와, 평기어(2403, 2404)와, 워엄 기어(2405, 2406), 구동쇠(

2408) 및 도어 잠김 스위치(2410, 2411)를 포함한다. 상기 잠금 장치(2400)는 문틀(2401)에 설치된다.

제1 평기어(2403)는 모터(2402)의 출력축에 맞물려 있다. 그리고 제1 평기어(2403)는 제2 평기어(2404)와 맞물려 

있는데,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터(2402)가 회전하는 경우 제1 평기어(2403)가 1회전 공회전 한 후에 제2 평기어

(2404)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제1 평기어(2403) 및 제2 평기어(2404)에 구비되어 있다. 제2 평기어(240

4)는 워엄 기어(2405)와 맞물려 있다.

상기 도어 잠금 장치(2400)의 작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잠금 해제 신호를 받아 모터(2402)가 회전하면 모터와 

맞물려 있는 제1 평기어(2403)가 회전하게 되는데, 상기 제1 평기어(2403)는 1회전 공회전한 후에 제2 평기어(2404

)와 맞물려 회전을 전달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제2 평기어(2404)와 맞물려 있는 워엄 기어(2405)가 회전하면서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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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2408)를 회전시킨다. 도28a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도어가 개방될 때 구동쇠(2408)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

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성도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 및 제2 평기어(2403, 2404) 두 개의 평기어를 사용하고 제1 평기어(2403)가 1회전 공회전한 

후에 비로소 제2 평기어(2404)를 회전시키는 이유는 모터의 동력을 직접 워엄 기어(2405)로 전달하지 않고 모터의 

회전력을 1회전 공회전시키고 전달함으로써 모터의 초기 회전시 부하를 보다 저감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워엄 기어(2405) 대신 다른 종류의 기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모터(2402)의 회전 속도에 비해 구동쇠(

2408)가 회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므로 평기어만을 사용하여 그러한 속도비에 맞추어 조합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

며,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워엄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워엄 기어가 평기어보다 높은 감속비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동쇠(2408)의 정지 위치에 대해서는 2 단계의 정지 신호가 입력되는데 실험에 의해 적절한 시간의 모터 구동 전원

을 입력함으로써 모터의 정지 위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잠금 감지 스위치(2410, 2411)가 구동쇠(2408)의 위치가 잠

금 내지 해제 상태임을 지시하면, 이 신호는 메인 장치(2100)로 입력되어 모터로 입력되는 전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 음성으로 잠금 장치의 상태를 안내하게 된다.

상기 도어 잠금 스위치(2410, 2411)에는 접점 스위치의 형태나 포토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구동쇠(2408)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소정의 위치에 다다르게 되면 위치 감지 센서(2410)에 의해 구동쇠(24

08)의 위치가 감지되며 도어가 개방되었다는 신호를 메인 장치(2100)로 전송한다.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어측에는 상기 구동쇠(2408)와 맞물릴 수 있는 걸림쇠 예를 들어, 대략 "ㄴ"자형의

걸림쇠가 배치된다.

메인 장치(2100)로부터 도어 잠금 신호가 수신되면 모터(2402)는 도어를 개방할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

고 평기어(2403, 2404) 및 워엄 기어(2405, 2406)의 동력 전달에 의해 구동쇠(2408)는 초기 잠금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구동쇠(2408)가 초기 잠금 위치로 복귀하게 되면 위치 감지 센서(2411)에 의해 그 위치가 감지되며 도어가 잠

김 상태로 복귀했다는 신호를 메인 장치(2100)로 전송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술한 정상적인 작동에 의해 도어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 메인

장치나 잠금 장치에서 기계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모터 구동 신호를 입력 받고도 구동쇠(2408)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도어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게 된다.

한편, 무선 카드로부터 비상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한 제 5 초단파(VHF5)를 초단파 수신 안테나(2327) 및 수신부(23

26)를 통해 수신하면 제 5 초단파(VHF5)에 포함된 ID 코드를 검출하여 메모리(2325)에 기 저장된 ID 코드와 비교하

여 일치하면 솔레노이드(2328)를 작동시킴으로써 유지 수단(2323)에 의해 정상 상태로 유지되고 구동쇠가 걸리는 

커버(2322)를 아래로 활주시켜 구동쇠(2408)를 고정시키는 커버를 제거함으로써 잠금 장치를 해제시킨다. 유지 수단

은 예를 들어 유지 스프 링이 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비상 해제 기능을 갖추기 위한 고정쇠(2320)는 실제 구동쇠를 고정시키기 위한 새시(2321)와 비상시 활

주하는 커버(2322), 평상시 커버를 고정, 유지시켜 주는 유지 수단(2323), 무선 카드로부터 비상 해제 요청 신호를 포

함한 제 5 초단파(VHF5)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안테나(2327) 및 수신부(2326), ID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23

25), 제 5 초단파를 수신하여 분석하고 출력단에 설치된 솔레노이드(2328)를 동작시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324),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2324)의 출력에 따라 유지 수단에 의해 유지되는 커버(2322)를 이동시키는 솔레노이드(232

8) 및 고정쇠의 마이컴(2324)과 솔레노이드(2328)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2329)를 포함한다.

비상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5 초단파(VHF5)를 수신하게 되면, 솔레노이드(2328)가 작동하여 상기 커버(232

2)와 유지 수단(2323)의 결합을 해제하게 된다. 따라서 커버(2322)는 하향 이동하게 되고, 구동쇠가 고정되는 부분이

제거됨으로써 비상시 도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5) 가전 제품 제어 모듈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물 옥내 가전 제품을 

외부에서 제어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외부 전화선을 이용하여 옥내의 가전 제품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외부의 전화 선으로부터 제어 코드 및 제어부 지정 신호를 포함하는 전화 신호를 입력받아 

제어 코드 및 제어부 지정 신호를 메인 장치(1100)로 출력하기 위한 전화 제어부(1150)와, 전화 제어부(1150)로부터

제어 코드 및 제어부 지정 신호를 입력 받고 이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 및 장치 고유 코드를 포함하는 제5 초단파(VHF

5-n)를 가전 제품 제어부로 송출하기 위한 메인 장치(1100)와, 메인 장치(1100)로부터 제5 초단파(VHF5-n)를 수신

하여 이에 따라 가전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1410, 1420, 1430)를 포함한다.

제어부(1410, 1420, 1430)는 가전 제품 각각에 대하여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제어부(1410)는 플러그 타입으로 전기 제품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410)는 건물

용 메인 장치(1100)로부터 방사된 제5 초단파(VHF5-1)를 수신하여 이 신호에 포함된 제어 신호에 의해 전원을 ON/

OFF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무선 침입 감지부(1110)를 포함한다. 침입 감지부(1110)는 현관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침입을 감지하면 침입 감지 신호를 포함한 제6 초단파(VHF6)를 송출한다. 메인 장치(1100)는 제6 초단파(VHF

6)를 수신하여 음성 경보 장치(1120)를 작동하고, 동시에 메인 장치(1100)의 메모리에 저장된 전화 번호와 경고 메시

지를 전화 제어부(1150)를 통하여 송출한다. 또한, 메인 장치(1100)는 외부 전화선을 통하여 수신된 전화 번호로 발

신하여 경고 메시지를 송신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화 제어부(1150)에 외부 전화선을 연결하고,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옥내 가

전 제품을 초단파(VHF)를 이용한 무선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종래의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비해 별도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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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이 필요없이 설치가 간단하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시스템의 동작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또한,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동작 중 전송되는 파형 및 신호를 도시한 시계열도이다. 또한,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건

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동작 중 전송되는 파형 및 신호의 종류와 피복조 신호를 보인 표이다.

도 6,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도 1에 도시된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동작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1) 무선 카드 접근 감지 및 인증 프로세스 (C1)

건물 옥내에 설치된 메인 장치(1100)는 무선 카드(1200)의 접근을 감지하기 위하여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

LF1)를 주기적으로 송출한다.

무선 카드(1200)를 소지한 사용자가 메인 장치(1100)에 접근하면, 예를 들면 1m 이내에 접근하면, 무선 카드(1200)

는 제1 장파(LF1)를 수신한다. 제1 장파(LF1)를 수신한 무선 카드(1200)는 내부 전원 회로를 턴 온시킨다.

무선 카드(1200)는 이어서 ID 코드가 포함된 80bit의 제1 초단파(VHF1)를 송출한다. 본 과정에서, 무선 카드(1200)

는 제1 장파(LF1)에 의해 동기되어 랜덤(RANDOM) 방식으로 주기 코드를 생성한다. 이어서, 무선 카드(1200)는 다

수의 채널 중 임의의 채널에 저장된 고유 데이터를 주기 코드에 실어 제1 초단파(VHF1)로 송출한다. 무선 카드(1200

)가 고유 데이터를 송출하기 위한 채널은 예를 들어, 10 개의 채널이 마련되어 그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카드(1200)는 32Bit의 ID 코드 이외에도 주기 코드, 모드 코드 및 체크섬 

비트에 의해 송신시마다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데 이 코드를 본 명세서에서는 올프리 코드(ALLFREE CODE)라 칭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랜덤 방식의 주기 코드에 의하여 주기의 변화를 가함으로써, 동일 

주기로서 반복 송신되는 것을 방지한다.

메인 장치(1100)는 무선 카드(200)로부터 송출된 제1 초단파(VHF1)를 수신하여 ID 코드를 검출한다. 이어서, 검출

된 ID 코드와 메모리에 기 저장된 ID 코드를 서로 비교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1차 ID 확인이라 한다. 1차 ID 확

인 결과, 상호 일치하면, 메인 장치(1100)는 제1 초단파(VHF1)에 포함된 신호 중 주기 코드를 장파 ID로 변환하고, 

이를 포함한 제2 장파(LF2)를 송출한다. 1차 ID 확인 결과, 상호 일치하지 않으면, 초기 상태, 즉 도어 잠금 상태로 복

귀한다.

무선 카드(1200)는 제2 장파(LF2)에 실린 장파 ID와 제1 초단파 송신시 랜덤 방식에 의해 생성한 주기 코드를 서로 

비교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2차 ID 확인이라 한다. 2차 ID 확인 결과, 상호 일치하면 ID 코드와 잠금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VHF2)를 송출한다. 이어서, 대기 (STAND-BY) 상태로 전환하여 장파 수신 회로만을 

유지시킨다. 대기 상태에서는, 장파 수신 회로만이 동작하여 장파의 수신 여부를 감지한다. 따라서, 수십 μA 정도의 

극히 적은 양의 전류만이 소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무선 카드(1200)는 제1 초단파(VHF1) 송신시 매번 새로운 주기 코드를 작성하여 송신하고, 메인 

장치(1100)로부터 수신된 제2 장파(LF2)에 포함된 장파 ID와 작성된 주기 코드를 비교함으로써 ID 노출에 의한 위험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메인 장치(1100)와 무선카드(1200)와의 교신을 양방향으로 2회 반복

함으로써 외부 잡음으로부터 정확한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본 출원의 발명자가 발명하여 2000년 10월 20일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10-2000-62028호에서 개시하고 있는 동일 주파수에 의한 간섭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동

일 주파수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메인 장치(1100)는 무선 카드(1200)로부터 송출되는 제2 초단파(VHF2) 신호를 수신한 후, 제2 초단파(VHF2)에 포

함된 ID 코드와 메인 장치(1100) 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ID 코드를 재차 비교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3차 I

D 확인이라 한다. 3차 ID 확인 결과, 상호 일치하면 메인 장치(1100)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VHF3)

를 도어 잠금장치(1300)로 송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인 장치(1100)와 무선 카드(1200)는 양방향 통신에 의해 ID 코드를 3회에 걸쳐 확인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메인 장치(1100)와 무선 카드(1200)간의 신호 송신 후 응답 신호 수신 시까지

의 시간 지연을 산출하고, 시간 지연이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로써, 양방향 신호 통신 과정이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인증 과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동 스위치(2150)가 온되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의 무선 카드 접근 감지 및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의 시계열도가 도25에 도시되어 있으며, 도25를 참조하여 상기 프로세스를 설명하기로 한다.

사용자가 수동 스위치(150)를 "온"시키면, 건물 옥내에 설치된 메인 장치(2100)는 무선 카드(2200)의 접근을 감지하

기 위하여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LF1) 또는 제1 초단파(VHF1)를 주기적으로 송출한다. 수동 스위치(2150)

가 "오프"상태인 경우에는 본 발명에 의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이하의 작동을 하지 아니하고 대기 상태로 있게 

된다.

무선 카드(2200)를 소지한 사용자가 메인 장치(2100)에 접근하면, 예를 들면 1m 이내에 접근하면, 무선 카드(2200)

는 제1 장파(LF1) 또는 제1 초단파(VHF1)를 수신한다. 제1 장파(LF1) 또는 제1 초단파(VHF1)를 수신한 무선 카드(

200)는 내부 전원 회로를 턴 온시킨다.

무선 카드(2200)는 이어서 ID 코드가 포함된 80 비트의 제3 초단파(VHF3)를 송출한다. 본 과정에서, 무선 카드(220

0)는 제1 장파(LF1) 또는 제1 초단파(VHF1)에 의해 동기되어 랜덤(RANDOM) 방식으로 주기 코드를 생성한다. 이어

서, 무선 카드(2200)는 다수의 채널 중 임의의 채널에 저장된 고유 데이터를 주기 코드에 실어 제3 초단파(VHF3)로 

송출한다. 무선 카드(2200)가 고유 데이터를 송출하기 위한 채널은 예를 들어, 10 개의 채널이 마련되어 그 중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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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카드(2200)는 32Bit의 ID 코드 이외에도 주기 코드, 모드 코드 및 체크섬 

비트에 의해 송신시마다 전술한 올프리 코드(ALLFREE CODE)를 생성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

면, 랜덤 방식의 주기 코드에 의하여 주기의 변화를 가함으로써, 동일 주기로서 반복 송신되는 것을 방지한다.

메인 장치(2100)는 무선 카드(2200)로부터 송출된 제3 초단파(VHF3)를 수신하여 ID 코드를 검출한다. 이어서, 검출

된 ID 코드와 메모리에 기 저장된 ID 코드를 서로 비교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1차 ID 확인이라 한다. 1차 ID 확

인 결과, 상호 일치하면, 메인 장치(2100)는 제3 초단파(VHF3)에 포함된 신호 중 주기 코드를 장파와 제3 초단파 송

신시 랜덤 방식에 의해 생성한 주기 코드를 서로 비교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2차 ID 확인이라 한다. 2차 ID 확인 

결과, 상호 일치하면 ID 코드와 잠금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VHF4)를 송출한다. 이어서, 대기 (STAN

D-BY) 상태로 전환하여 장파(초단파) 수신 회로만을 유지시킨다. 대기 상태에서는, 장파(초단파) 수신 회로만이 동작

하여 전파의 수신 여부를 감지한다. 따라서, 수십 μA 정도의 극히 적은 양의 전류만이 소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무선 카드(2200)는 제3 초단파(VHF3) 송신시 매번 새로운 주기 코드를 작성하여 송신하고, 메인 

장치(2100)로부터 수신된 제2 장파(LF2) 또는 제 2 초단파(VHF2)에 포함된 장파 ID와 작성된 주기 코드를 비교함으

로써 ID 노출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메인 장치(2100)와 무선카드(2200)와의 교신

을 양방향으로 2회 반복함으로써 외부 잡음으로부터 정확한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본 출원의 발명자가 발명하여 20

00년 10월 20일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10-2000-62028호에서 개시하고 있는 동일 주파수에 의한 간섭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동일 주파수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메인 장치(2100)는 무선 카드(2200)로부터 송출되는 제4 초단파(VHF4) 신호를 수신한 후, 제4 초단파(VHF4)에 포

함된 ID 코드와 메인 장치(2100) 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ID 코드를 재차 비교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3차 I

D 확인이라 한다. 3차 ID 확인 결과, 상호 일치하면 메인 장치(2100)는 잠금 해제 명령을 도어 잠금 장치(2300)로 송

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인 장치(2100)와 무선 카드(2200)는 양방향 통신에 의해 ID 코드를 3회에 걸쳐 확인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메인 장치(2100)와 무선 카드(2200)간의 신호 송신 후 응답 신호 수신 시까지

의 시간 지연을 산출하고, 시간 지연이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로써, 양방향 신호 통신 과정이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인증 과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도어 잠금 제어 프로세스 (C2)

상술한 바와 같이, 접근자 인증 과정이 종료되고 유효한 무선 카드(1200)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면, 메인 장치(1100

)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VHF3)를 도어 잠금장치(1300)로 송출한다.

도어 잠금장치(1300)는 메인 장치(1100)로부터 송출된 제3 초단파(VHF3)를 수신하여 도어 잠금 수단에 설치된 모

터(2402) 또는 솔레노이드(2305) 등의 구동 수단을 구동시켜 도어를 잠금 해제(UNLOCK)시킨다. 이 때,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1310)를 마련하여 도어 잠금 수단의 모터의 구동 등을 통한 도어 잠금 위치를 규정하도록 한다. 이를 더

욱 상세히 설명하면,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1310)가 UNLOCK을 감지하면 모터(2402) 또는 솔레노이드(2305)를 정

지시켜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도어의 잠금 수단이 해제되면, 도어 잠금장치(1300)는 잠금 해제 확인 신호가 포함된 제4 초단파(VHF4)를 송출한다.

만약 메인 장치와 도어 잠금 장치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기 잠금 해제 확인 신호는 메인 장치로 유선 

송출된다. 메인 장치(1100)는 제4 초단파(VHF4)를 수신하여 도어의 잠금 해제 상태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

예에 따르면, 메인 장치(1100)는 도어의 잠금 해제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한다. 잠금 해제 후, 도어에 설치된 도어 개

폐 감지 스위치(1140)는 사용자에 의한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여 메인 장치(1100)에 보고한다.

도어 잠금 해제 상태에서,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140)가 소정의 시간 이내에 도어가 개방되지 않았음을 보고하면, 

도어 잠금장치(1300)는 도어를 자동으로 잠그고 메인 장치(1100)는 도어 잠금 메시지를 스피커를 통해 출력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의 개방 여부를 판단하는 소정의 시간은 10초로 설정된다.

도어 잠금 해제 상태에서,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140)가 소정의 시간 이내 에 도어가 개방되었음을 보고하면, 개방 

상태를 유지하다가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140)가 도어가 닫혔음을 보고하면, 메인 장치(1100)는 무선 카드(1200)

와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무선 카드(1200)가 근접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무선 카드(1200)가 존재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면, 도어 잠금장치(1300)는 잠금 수단에 설치된 모터를 구동시켜 도어를 잠근다. 이어서,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1310)가 도어 잠금 상태를 감지하면, 도어 잠금장치(1300)는 모터를 정지시켜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잠금 장치가 작동되면 도어 잠금 장치는 잠금 신호를 포함한 제4 초단파(VHF4)를 송신하고 메인 장치에서 이 신호를

수신하여 도어가 닫혔다는 메시지를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한다.

한편, 무선 카드(1200)가 메인 장치(1100) 또는 건물로부터 소정의 거리, 예를 들면 3 m 이상으로 멀어지면, 메인 장

치(1100)와 무선 카드(1200)간의 통신이 단절된다. 이 경우, 메인 장치(1100)는 초기 상태로 되어 도어 잠금 명령을 

도어 잠금장치(1300)로 송출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외출 등으로 도어를 잠그고자 할 때 별도의 잠금 조작을 수행하

지 않고도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신이 무선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어의 외부에 키홀더 또는 감지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건물의 외관만으로는 도어 잠금장치(1300) 또는 도어 잠금 수단 등이 건물의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어 잠금 수단 및 도어 잠금장치(1300)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

해 또는 제3자의 의도에 의해 물리적으로 파손될 우려가 적다.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카드(1200)와 메인 장치(1100)간의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이 양방향 무선 데이터 통신에 의해

행해진다. 이 때, 무선 카드(1200)가 기 등록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과정을 거치므로, 유효한 무선 



등록특허  10-0405757

- 13 -

카드(1200)를 제외한 어떠한 무선 카드(1200)가 근접하여 오더라도, 메인 장치(1100) 또는 그 밖의 장치들을 초기 

상태, 즉 잠금 상태로부터 해제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메인 장치(1100)에 대해서 사전에 등록된 무선 카드(1200) 없

이는 도어를 개방하거나 잠금을 해제하는 등의 동작이 수행되지 않는다.

도22 내지 도31에 도시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도 전술한 도어 잠금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3) 옥내 가전 제품 제어 프로세스

도 7은 건물용 메인 장치(1100), 전화 제어부(1150), 가전 제품 제어부(1410, 1420, 1430) 및 무선 침입 감지부(111

0) 등으로 구성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옥내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

다.

사용자가 외부 전화선을 통해 전화 제어부(1150)로 전화를 걸어 제어 신호를 입력하면, 전화 제어부(1150)는 사용자

가 입력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어 신호 검증 과정을 수행한다(H1).

전화 제어부(1150)의 판단 결과, 입력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가 아닌 일반 음성 신호인 것으로 판단되면, 

전환 스위치(1153)를 일반 전화로 전환한 다. 이에 따라, 외부 전화선을 통해 일반 전화기와 통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외부 전화선과 일반 전화기간의 교신이 진행된다.

전화 제어부(1150)의 판단 결과, 입력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인 것으로 판단되면, 홈 오토메이션 모드로 

진입하여 제어부 제어 과정(H2)을 수행한다.

홈 오토메이션 모드에서는, DTMF 송수신부(1152)는 입력된 신호 중에서 제어 신호와 제어부 지정 신호를 디지털 신

호로 변환한다.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1151)는 DTMF 송수신부(1152)로부터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고, 처리된 디

지털 신호를 직렬 포트를 통해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1101)로 전송한다. 메인 장치(1100)는 수신된 제어 신호 중에

서 제어부 지정 신호를 장치 고유 코드로 변환한다. 이어서, 전원 제어 신호 및 장치 고유 코드를 포함한 제 5 초단파(

VHF5)를 송출한다.

리셉터클(Receptacle)에 설치된 각각의 가전 제품 제어부(1410, 1420, 1430)는 메인 장치가 송출한 제5 초단파(VH

F5) 신호를 수신하여 장치 고유 코드를 확인한 후 전원 제어 신호에 따라 전원 공급을 ON/OFF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장치는 침입 감지 경보 및 외부 자동 전화 기능을 내부 가전 제품 제어 프로세스와 연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상적인 인증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한 경우에, 옥내에 설치된 움직임 감지 센서 등의 침입 감지 센서(1

110)가 이를 감지하여 감지 신호를 포함한 제6 초단파(VHF6)를 메인 장치(1100)로 송출한다. 정상적인 인증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예를 들어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 침입 이 감지된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침입으로 가정할 수 있다.

메인 장치(1100)는 침입 감지 장치(1110)가 송출한 제6 초단파(VHF6)를 수신하여 음성 경보 장치(1120)를 작동시

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다.

이와 함께, 메인 장치(1100)는 메모리(1102)에 기 저장된 비상용 전화 번호와 경보 메시지 등을 전화 제어부(1150)

로 출력한다. 비상용 전화 번호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외부에서 옥내 가전 제품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홈 오

토메이션용 전화 번호와 동일한 전화 번호를 사전에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화 제어부(1150)는 메인 장치(1100)로부터 비상용 전화 번호 및 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 전환 스위치(1153)를 홈

오토메이션 모드로 전환함으로써 외부 전화를 통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어서, 외부에서의 가전 제품 제어가 

가능한 전화 번호, 즉 비상용 전화 번호를 호출하고 경보 메시지를 송신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별도의 추가공사 없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메인 장치와 무선 카드간의 교신을 통해 주인을 인식

하여 자동으로 도어를 제어할 수 있는 도어 잠금 장치로 주인임을 확인하면 UNLOCK 신호를 전송하고 이 신호를 이

용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시켜 도어를 열 수 있게끔 해 주는 장치로서 본 장치의 무선통신을 이용한 교신기술은 본 출

원의 발명자가 기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10-2000-62028, 2000년 10월 20일 출원)에서 밝혔으며 본 출원

은 이러한 교신기술을 건물에 적용하여 건물의 도어를 출입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메인 장치와 각 장치(무

선카드, 도어 잠금 장치, 제어부 및 침입감지 센서)간의 교신을 위하여 한 쌍 의 송신부와 수신부를 이용하여 송, 수신

시 장치의 고유코드를 포함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송신하여 장치간의 교신에 잡음의 영향을 줄이고 메인 장

치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였으며 본 건물 도어용 주인인식 시스템의 메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교신 가능한 제어

부를 리셉터클에 설치하고 전기용품을 이러한 제어부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게 연결함으로 외부에서 전화선을 통하

여 지정된 제어부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신호와 제어부 지정신호를 입력하면 메인 장치에서는 이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다시 제어신호와 장치 고유코드를 안테나를 통하여 방사하게 되어 지정된 제어부에서는 그 신호를 수신하

여 전원을 ON/OFF시킬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홈 오토메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시건 장치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침입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메인 장치로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출입문

을 통하지 않은 침입을 감지하게 되면 감지신호가 메인 장치로 입력되어 경보벨이 작동함과 동시에 메인 장치의 메모

리에 기 저장된 전화번호로 경보상태를 송신하게 구성하였다.

본 발명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물 도어용 주인인식 시스템으로 현관문 내부에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동기신호를 포

함한 장파를 송출함으로 무선카드의 접근을 감지하여 도어 잠금 장치의 LOCK/UNLOCK 신호를 방사하고, 외부의 전

화선을 통한 제어부의 전원 제어신호를 송신하며, 집안 내 설치된 무선 침입 감지센서로부터 침입을 감지하여 음성 

경보장치를 작동시키는 메인 장치와, 상기 메인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동기신호를 수신하여 ID 코드를 비교, 검토하고

도어 UNLOCK 신호를 송신하는 무선카드, 메인 장치로부터 도어 LOCK/UNLOCK 신호를 수신하여 도어의 잠금 장 

치를 잠금, 해제시키는 도어 잠금 감지스위치가 장착된 도어 잠금 장치, 도어 개폐 감지스위치 및 무선 침입감지 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이용한 무선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메인 장치 내 설치되어 외부 전화선을 통하여 제어부 

지정신호와 전원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무선으로 제어부를 제어할 수 있는 전화제어 유니트와 전화제어 유니트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연결된 전기장치의 전원을 ON/OFF시킬 수 있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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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물 도어용 주인 인식 시스템과 무선 홈 오토메이션 구성 및 그 방법

에 관한 것으로 외부에 키홀더나 다른 감지센서의 설치가 필요없이 도어 손잡이만 설치되면 무선 카드를 소지한 주인

이 도어에 근접하면 도어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어 도어를 열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도어를 닫으면 자동으로

잠금 장치를 작동시켜 도어를 열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의 침입 및 장치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메인 장치의 메모리에 다수의 ID를 입력하여 접근한 무선카드의 ID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많은 사람들

이 출입하는 대형 사무실, 호텔 등의 출입문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전화선을 통한 가정용 전기기구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 장치간의 교신을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행함으로서 설치에 있어서 제약이 거의 없고 시공이 용

이하다는 효과가 발휘된다.

II. 차량의 도어 제어 시스템

1. 시스템의 구성

도 12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차량의 도어/시동 제어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기본적인 구성은 도

1에 도시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상기 시스템은 메인 장치(200), 원격 조정 송신부(300), 휴대용 무선 카드(400), 도어 스위치부(210) 및 차량 제어부(

600)를 포함한다.

상기 메인 장치(200)는 차량 내부에 장착되며 주기적으로 동기신호 및 고유 데이터를 포함한 제 1 및 제 2 장파(LF1,

LF2)를 송신하고 휴대용 무선 카드(400)로부터 송출되는 제 1, 제 2 초단파(VHF1, VHF2)를 수신하여 각종 고유 데

이터를 판독하여 저장된 데이터와 일치될 경우 소정의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차량 제어부(600)는 상기 메인장치

(200)의 출력측에 연결되며, 상기 메인장치(200)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차량의 시동 및 정지, 도어의 잠금

장치, 경보장치를 작동시킨다.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300)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며, 운전자가 시동버튼, 모드버튼, 강제경보버튼 조작시 제 3 초단

파(VHF3)의 조작신호를 메인장치(200)로 송신한다.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400)는 상기 메인장치(200)가 송신하는 

동기 신호 및 고유 데이터를 포함한 제 1, 제 2 장파(LF1, LF2)를 수신하여 1차 및 2차 고유 데이터와 도어해제 신호

를 포함하는 제 1, 제 2 초단파(VHF1, VHF2)를 송신한다. 상기 도어 스위치부(210)는 메인장치(200)의 입력단에 연

결되며, 도어의 잠금신호를 메인장치(200)로 전송한다.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 메인장치(200)는 양방 향 데이터 교

신을 통하여 차량의 주인임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작동함으로써 그 차량에 해당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와 메인 장치(200)간에는 유선으로 신호를 교신한다. 원격 조

정 송신부에는 별도의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고 차량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메인 장치(200)를 거쳐 공급받을 

수 있다.

도32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무선 카드(3400) 및 그러한 카드(3400)와 함께 사용되는 메인 장치(

3200)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32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3400)에 카드(3400) 자체의 진동 등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감지

할 수 있는 센서(3000)를 내장한다. 상기 센서(3000)는 통상 진동 센서를 채용한다. 즉 상기 센서에 의해 휴대용 무선

카드(3400)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 야간이나 장기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3400)를 보관하

고 있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휴대용 무선 카드(3400)로부터의 초단파 송출을 억제함으로써 휴대용 무선 카드(3400)

의 초단파 송신 회로(3430)를 통해서 초단파를 송신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휴대용 무선 카드(3400)의 배터리(3

414)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센서(3000)가 카드(3400)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카드(3400)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전술한 동작을 수행하여 메인 장치와 교신하게 된다. 도32에 도시된 휴대용 무선 카드(3400)의 구성

은 차량의 도어 이외에도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른 목적 장치 예를 들어, 전술한 Ⅰ항에서 설명

되어 있는 건물 도어의 제어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도32에 도시된 제어 장치의 동작은 다른 목

적 장치에도 사소한 변경을 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하다.

도33에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무선 카드(3400') 및 상기 카드와 함께 사용되는 메인 장치(3200'

)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33에 도시된 휴대용 무선 카드(3400)의 구성도 차량의 도어 이외에도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른 목적 장치 예를 들어, 전술한 Ⅰ항에서 설명되어 있는 건물 도어의 제어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도33에 도시된 제어 장치의 동작은 다른 목적 장치에도 사소한 변경을 

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하다.

도33에 도시된 휴대용 무선 카드(3400')도 카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3000')를 포함하고 있다. 도32에 도시된 

카드와 상이한 점은, 전술한 메인 장치와의 여러 번에 걸친 교신없이, 센서(3000')가 카드(3400')의 움직임을 감지하

여 초단파 송신회로(3430') 및 송신 안테나(3431')를 통해 초단파를 주기적으로 송신하여 감지 거리 내에 메인 장치

가 존재하면 ID 확인 후 곧바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점이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회로가 간단해

지는 이점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차량의 도어/시동 제어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량에 설치된 메인장치(200)에서 주기적으로 동기신호를 포함한 제 1 장파(LF1)를 일정한 주기로 송출하게 되

며, 이러한 상태에서 휴대용 무선 카드(400)를 소지한 주인이 본인의 차량으로부터 소정의 거리 이내(예를 들어, 1m

이내)에 접근하면 제 1 장파(LF1)에 의해 동기되어 랜덤(RANDOM) 방식으로 주기코드를 생성하여 다수의 채널 중 

임의의 채널에 저장된 고유 데이터를 실어 제 1 초단파(VHF1)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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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휴대용 무선 카드(400)로부터 송신되는 제 1 초단파(VHF1)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 외에 주기코드, 모

드코드 및 체크섬 비트를 참조하여 송신할 때마다 새로운 올프리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동일 주기로서 반복 

송신되는 것이 방지된다.

상기 메인장치(200)는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송신하는 제 1 초단파(VHF1)를 수신하고 고유 데이터를 검출한 다

음, 검출된 고유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된 고유 데이터와 비교하여(1차 ID 확인) 상호 일치하면 장파ID를 포함한 제 

2 장파(LF2)로 변환하여 재송출하게 되며, 이때 휴대용 무선 카드(400)에서 제 2 장파(LF2)에 실린 장파ID를 비교하

여(2차 ID 확인) 상호 일치하면 ID 신호와 도어 해제신호를 포함한 제 2 초단파(VHF2)를 송출한다.

상기 메인장치(200)는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송출하는 제 2 초단파(VHF2) 신호를 수신한 후 다시 메인장치(200)

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와 비교(3차 ID 확인)하여 상호 일치하면 비로소 차량 도어를 해제하게 된

다.

따라서, 메인장치(200)와 휴대용 무선 카드(400)는 양방향 통신에 의해 고유 데이터를 3차례에 걸쳐 반복 비교 확인

하도록 하여 신뢰성의 향상과 동일 주파수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였다.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400)를 소지한 자에 의해 도어가 해제된 상태에서 원격조정 송신부(300)의 시동버튼을 조작

하면 시동신호가 제 3 초단파(VHF3)로서 메인장치(200)로 송출되고, 상기 메인장치(200)에서는 원격조정 송신부(3

00)로부터 송출되는 제 3 초단파(VHF3)를 수신하여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의 ID를 확인한 후, ID가 일치하면 차

량의 시동을 걸고,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동신호를 무시하므로 그 차량에 해당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 없이는 차

량의 시동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원격조정 송신부(300)의 모드버튼을 조작할 경우 본 시스템을 정상 작동시키거나, 또는 기존의 금속키로 동작

시킬 수도 있어 주차장에서와 같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시 휴대용 무선 카드(400) 없이 본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 메인 장치(200)와의 교신에 의해 차량의 도어가 해제된 

경우에 전술한 바와 같은 무선 카드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원격 조정 송신부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실

시예에 의하면, 차량에 휴대용 무선 카드(400)를 소지한 사람이 접근하면 무선 카드(400)와 메인 장치(200)간의 교신

에 의한 전술한 ID확인 과정을 거쳐 도어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면 경보 상태가 해제되고 원격 조정 송신부(300)의 입

력을 처리하게 된다. 차량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고 차량의 시동이 걸리더라도 경보 해제 상태가 유지되므로 원격 조정

송신부(300)의 조작이 가능하고 차량의 시동이 꺼진 후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차량으로부터 멀어지면 잠금 장치가

작동되어 경보 상태가 작동하므로 이후에는 휴대용 무선 카드(400)를 확인할 때까지 원격 조정 송신부(300)의 입력

을 무시한다.

이와 같이, 차량의 운행 완료 후, 운전자가 도어를 열고 내려서 차량에서 일정거리(예를 들어, 5m정도) 이상 멀어지면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 메인장치(200) 간의 ID 교신이 끊어짐에 따라 도어를 자동으로 잠그고 초기화 상태로 돌아

감으로써 기존의 금속키를 소지하지 않고도 차량의 도어를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모든 과정이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 메인장치(200)와의 양방향 데이터 교신을 통하여 차량의 주인임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작동이 되므로 그 차량에 해당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400)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의 주요 구성 회로는 내구성이 강하고 차량 내 장착이 용이한 초소형 마이

크로칩 및 하이브리드 칩(HYBRID CHIP)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휴대

용 무선 카드(400)는 무게가 초경량이고 크기가 적어야 하며 동작수명을 길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의 차량용 경보기의 구입 비용으로 본 발명의 장치로 대체할 수 있어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며, 특히 차량이

제작될 때 키박스를 없애고 본 발명의 장치를 부착하면 금속키의 사용이 필요 없어 차량의 도난 사고도 줄일 수 있음

은 물론, 운전석의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13에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차량의 도어/시동 제어장치에 있어 메인장치(200)와 차량제어

부(600)의 상세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메인 장치(200)는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 장파 송신기(240), 장파 송신 안테나(241), 초단파 수신기(250)

, 초단파 수신 안테나(251), 이이피롬(203) 및 정전압 회로(206)를 포함한다.

상기 장파 송신기(240)는 휴대용 무선 카드(400)로 동기신호 및 장파ID를 포함한 제 1, 제 2 장파(LF1, LF2)를 발생

한다. 상기 장파 송신 안테나(241)는 상기 장파송신기(240)로부터 출력되는 제 1, 제 2 장파(LF1, LF2)를 공간으로 

송출한다.

초단파 수신 안테나(251)는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400)로부터 송출되는 1차, 2차 고유 데이터 및 도어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 1, 제 2 초단파(VHF1, VHF2), 그리고 차량 내부에 설치된 원격조정 송신부(300)의 각 버튼 조작시 송출

되는 제 3 초단파(VHF3)를 수신한다. 초단파 수신기(250)는 상기 초단파 수신안테나(251)를 통해 수신된 초단파를 

안정화 및 정형화하여 출력한다.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는 상기 장파송신기(240)의 입력단과 초단파수신기(250)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있으며, 

휴대용 무선 카드(400) 및 원격조정 송신부(300)로부터 송출되는 고유 데이터를 비교 분석, 판독하여 장파송신기(24

0)를 통해 고유 데이터를 송신하고 차량 제어부(600)에 소정의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이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

)의 일측에는 시스템의 모든 제어 프로그램이 내장된 이이피롬(203)이 연결되며, 도어의 개폐신호를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로 전송하는 도어스위치부(210)가 접속되어 있다.

차량 제어부(600)는 상기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의 출력단에 연결된다. 상기 차량 제어부(600)는 원격조정 송

신부(300)의 시동버튼 조작시 차량의 점화코일에 전류를 인가하여 시동을 거는 시동 제어회로(620), 강제경보버튼 

조작시 차폭등과 경보음을 송출하는 차폭등 점등회로(630), 강제경보 제어회로(640),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접근

에 따라 도어를 잠금 및 해제시키는 도어 제어회로(61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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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에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상세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14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400)는 장파 수신기(420), 장파 수신 안테나(421), 제1 초단파 송신기(430), 제2 마이크로 프로세

서(412) 및 드라이브(410)를 포함한다.

상기 장파 수신기(420)는 상기 메인장치(200)로부터 송출되는 동기신호 및 장파ID를 포함한 제 1, 제 2 장파(LF1, L

F2)를 수신한다. 제 1 초단파 송신기(430)는 상기 메인 장치(200)로 1차 및 2차 고유 데이터와 도어해제 신호를 포함

하는 제 1, 제 2 초단파(VHF1, VHF2)를 송신한다.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는 상기 장파 수신기(420)로부터 수

신되는 동기 및 고유데이터를 비교 및 분석하여 소정의 고유 데이터를 제 1 초단파 송신기(430)를 통해 출력한다. 상

기 드라이브(410)는 상기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에 연결되어 동기신호와 비상송신버튼(413)에 의해 배터리(4

14)의 전원을 상기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에 공급하는 스위칭회로(415)를 포함한다.

도 15에는 본 발명에 따라 차량 내에 설치된 원격조정 송신부(300)의 상세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15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300)는 시동버튼(311), 모드버튼(312), 강제경보버튼(313), 자동시동 전환스위

치(314), 제3 마이크로 프로세서(315), 제2 초단파 송신기(320) 및 배터리(318)를 포함한다.

상기 제3 마이크로 프로세서(315)는 상기 각 버튼(311~314) 조작시 그에 비례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제2 초단

파 송신기(320)는 상기 제 3 마이크로 프로세서(315)의 제어신호에 따라 메인 장치(200)로 조작 신호인 제 3 초단파(

VHF3)를 송출한다. 또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300)는 상기 제 3 마이크로 프로

세서(315)의 제어에 의해 동작상태 표시 및 자동 또는 수동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스타트램프(316)와 모드램프(317

)도 더 포함한다.

2. 시스템의 동작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의한 차량용 도어/시동 제어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1) 차량의 도어 잠금 및 해제 동작

먼저 메인 장치(200)의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의 명령에 의해 장파 송신기(240)가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

함한 100㎑의 제 1 장파(LF1)를 발생하고, 상기 제1 장파(LF1)는 장파 송신 안테나(241)를 통해 송출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차량으로부터 소정의 거리 예를 들어, 1m 이내에 접근하여 메인 장치(200)의 장

파 송신 안테나(241)로부터 송출되는 제 1 장파(LF1)를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장파수신기(420)가 수신하면 제 1 

장파(LF1)에 의해 장파 수신기(420)가 동기되어 수신된 신호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회로를 

동작(ON)시키게 된다.

휴대용 무선 카드(400) 내의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는 제 1 장파(LF1) 신호가 수신되면 제 1 초단파 송신기(4

30)를 제어하여 랜덤 방식으로 주기 코드를 생성하여 다수의 채널 중 임의의 채널에 저장된 고유 데이터를 실어 제 1 

초단파(VHF1)를 송출하고, 이 송출된 제 1 초단파(VHF1)는 메인장치(200)의 초단파 수신 안테나(251)를 통해 초단

파 수신기(250)로 수신되며, 상기 수신된 제1 초단파는 안정화 및 정형화하여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로 전송된

다.

상기 메인 장치(200)는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송신하는 제1 초단파(VHF1)를 수신하여 제1 초단파에 포함되어 있

는 고유 데이터를 검출한 다음, 메모리에 저장된 고유 데이터와 비교하여(1차 ID 확인) 상호 일치하면 장파 송신기(24

0)를 제어하여 제 2 장파(LF2)를 장파 송신안테나(241)를 통해 재송출한다. 이러한 제 2 장파(LF2)는 휴대용 무선 카

드(400) 내의 장파수신기(420)에서 수신된 후 안정화 및 정형화되어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로 전송되어 랜덤

방식으로 생성한 주기코드와 비교된다.(2차 ID 확인) 비교 결과, 양자가 일치하면 제 1 초단파 송신기(430)를 제어하

여 다시 ID 신호와 도어 해제신호를 포함한 제 2 초단파(VHF2)가 메인 장치(200)로 송출된다.

상기 메인 장치(200)의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는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송출하는 제2 초단파(VHF2)를 초

단파 수신 안테나(251) 및 초단파 수신기(250)를 통해 수신하고, 이 수신된 고유 데이터와 이이피롬(203)에 저장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와 비교(3차 ID 확인)한다. 비교결과 양자가 상호 일치하면 비로소 차량 제어부(600)의 도어 제어회

로(610)를 제어하여 차량의 도어의 잠금 상태를 해제한다.

한편,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 메인 장치(200)간의 계속된 상호 데이터 교신으로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

가 운전자를 인식하고 있다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문을 닫고 일정 거리(예를 들어, 약 5m) 이상 멀어지면 휴대용 

무선 카드(400)에서 송출되는 제 2 초단파(VHF2) 신호가 사라져 메인 장치(200)의 초단파 송신 안테나(251)에서 고

유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므로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는 차량 제어부(600)의 도어 제어 회로(610)를 제어하여

차량의 도어를 잠근 후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도어 스위치부(210)는 메인 장치(200)가 초기화될 때 또는 작동 중 차량의 도어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검

출하여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의 동작을 정확하게 정의한다.

도32에 도시된 휴대용 무선 카드(3400)를 사용하는 실시예에 있어서의 동작을 설명한다.

휴대용 무선 카드(3400)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기 초단파 송신 회로(3430)는 작동하지 않아서 상기 카드로

부터의 전파 송출이 없다. 휴대용 무선 카드(3400)가 움직임으로써 센서(3000)가 이를 감지하게 되면 상기 카드는 온

상태가 되어 송신 안테나(3431)를 통해 초단파(VHF3, VHF4)를 송신하게 된다. 그 이외의 메인 장치(3200)와의 교

신 동작은 전술한 실시예와 동일하다.

도33에 도시된 휴대용 무선 카드(3400')를 사용하는 실시예에 있어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 카드(3400')가 움직이는 것을 센서(3000')가 감 지하면 카드가 온 상태로 되고 송신 안테

나(3431')를 통해서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초단파(VHF4)를 송신하고 이를 수신한 메인 장치(3200')는 차량의 도어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게 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신 과정이 생략된다.

(2) 차량의 시동 제어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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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정상적인 동작에 의해 차량 도어의 잠금 장치의 잠금 상태가 해제된 후, 운전자가 운전을 하

기 위해 차량 내에 설치된 도 15의 원격조정 송신부(300)에 설치된 시동 버튼(311)을 조작하면 제 3 마이크로 프로세

서(315)는 제 2 초단파 송신기(320)를 제어하여 시동 신호를 포함하는 고유 데이터인 제 3 초단파(VHF3)를 메인 장

치(200)로 송출하며, 상기 제 3 초단파(VHF3)는 메인 장치(200)의 초단파 수신 안테나(251)를 통해 초단파 수신기(

250)로 수신되고, 상기 수신된 제3 초단파는 안정화 및 정형화되어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로 전송된다.

상기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는 원격 조정 송신부(300)로부터 시동 신호가 입력되면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 

지속적으로 교신을 하면서 ID를 확인하며, 확인된 ID가 메인 장치(200)에 저장된 ID와 일치하면 차량 제어부(600)의 

시동 제어 회로(620)를 구동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동신호를 무시하여 그 차량에 해당

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400) 없이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설치된 도 15의 원격 조정 송신부(300)의 모드 버튼(312)을 조작하여 모드 신호가 온

되면 시스템의 동작이 완전 중지되고 기존의 금속키를 사용하여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주차장에서와 같이 주인이 아닌

다른 운전자가 휴대용 무선 카드(400)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게 해주며, 다시 모드 신호가 오프되면 본 시스템이 정상

으로 작동하며, 시동 신호 및 모드 신호 입력시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의 고유 데이터 교신을 통하여 주인임을 확인

한 후 작동한다.

또한, 원격 조정 송신부(300)인 시동 버튼(311) 및 모드 버튼(312) 조작시 제 3 마이크로 프로세서(315)의 제어에 의

해 스타트 램프(316) 및 모드 램프(317)가 점등되어 동작상태를 표시하며, 강제 경보 버튼(313)을 조작하여 비상시 

경보벨을 작동시킬 수 있고, 자동시동 전환 스위치(314)를 조작하여 차량의 시동을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걸 수 있

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모든 동작은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 메인 장치(200)와의 양방향 데이터 교신을 통해서 고유 데이터를 

확인하여야 가능하므로 제 3자가 강제로 차량의 도어를 열고 기존의 금속키로 시동을 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음은 

물론, 강제 경보 제어 회로(640)가 구동되어 경보음을 송출한다.

여기서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장파 수신기(420)와, 메인장치(200)의 장파송신기(240) 대신에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를 수신 및 송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배터리(414)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파(LF)대의 송,수신 수단보다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지 거리도 100m이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이점이 제공된다.

또한, 휴대용 무선 카드(400)에 별도의 장파(LF) 유도 수신 안테나와 알람 기능을 추가 설치할 경우 TV, 모니터 및 

기타 가전기기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 파의 출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전자파 유해 감지거리 내에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접근하면 카드내의 알람이 작동하여 유해 전자파에 노출되었음을 자동으로 알려주므로 인체에 유

해한 전자파 노출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도16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차량의 도어/시동 제어장치의 시스템 타이밍도로서, 본 시스템의 

초기 상태에서는 (a)와 같이 차량의 도어가 닫혀 있고, 메인 장치(200)가 주기적으로 (b)와 같은 동기 신호인 제1 장

파(LF1)를 송출한다.

상기 초기 상태에서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차량과 일정한 거리 내에 있을 경우 (c)에서와 같이 제 1 장파(LF1)를 

수신하여 고유 데이터를 상호 확인하고 동일하면 휴대용 무선 카드(400)에서 (c)의 VHF2와 같은 도어 해제신호를 

송출하여 차량의 도어의 잠금 상태를 해제시키고 일정 시간(예를 들어 4초) 내에 차량의 도어를 열지 않으면 카드의 

존재를 확인해서 존재하면 해제 상태를 유지하다가 일정시간(예를 들어, 80초) 후 자동으로 도어를 잠근 다음 초기 상

태로 돌아간다.

이때 상기 일정 시간 예를 들어, 4초 내에 도어를 열면 해제 상태를 유지하다가 도어 스위치부(210)에 의해 문이 닫혀

있음이 감지되고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동 버튼(311)이 작동되면(d도의 t 2 ) 도어가 자동으

로 잠기게 되며, 이후 도어가 열리는 순간(a도의 t 1 )부터 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여 원격 조정 송신부(30

0)로부터 시동 및 모드버튼의 동작을 수신하고 본 시스템이 리셋될 때까지 수신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원격조정 송신부(300)의 각 버튼이 작동되면 메인 장치(200)가 동기 신호를 포함한 제1 장파(LF1)를 송출하

여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고유 데이터를 확인한 후, 양자가 일치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차량 운행 후 

시동이 꺼지면(d도의 t 3 ) 휴대용 무선 카드(400)를 확인한 후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운전자가 내리고 문을 닫으

면(a도의 t 4 ) 일정 시간 (예를 들어, 4초) 간격으로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고유 데이터를 감지한 후 고유 데이터

가 일치하지 않으면 도어는 잠금 상태로 되고 모든 회로는 리셋되어 메인 장치(200)가 다시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송출한다.

(3) 제어 시스템의 회로도에 대한 설명

이하 첨부된 도 17 내지 도 20에 도시된 상세 회로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작용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A) 메인 장치 및 차량 제어부의 회로도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메인 장치 및 차량 제어부의 상세 회로도이고, 도 18a는 발명에 따른 메인 장치의 장파송신

기의 상세 회로도이며, 도 18b는 발명에 따른 메인 장치의 초단파수신기의 상세 회로도이고, 도 19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의 상세 회로도이며,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조정 송신부의 상세 회로도이다.

도 17, 도 18 및 도 18b에 의해 메인 장치(200)와 차량 제어부(600)의 동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전압 회로(206)는 차량에서 +12V의 전원을 공급받아 메인 장치(200)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여 주기 위한 회로로

서, 출력 전압은 차량용 +12V(Vcc)와 코일(L1)을 통해 교류 성분을 제거한 +12V 및 정전압 소자(IC6)를 통과한 +5

V의 전압 등이 출력되어 메인 장치(200)에 구동전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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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하면, 메인 장치(200)의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의 발진 회로는 콘덴서(C8, C9) 

및 수정 발진자(X1)을 이용한 방식이며, 이이피롬(203)을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차량으로부터 정전압 회

로(206)에 의해 동작전원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

상기의 전원에 의해 동작되는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는 RB3 포트를 통하여 도 18a에 도시된 장파 송신기(240

)로 동기 신호를 송출하는데, 이 신호는 Q16, Q17의 고속 스위칭 트랜지스터로 스위칭되어 저항(R27, R28)으로 전압

분할 바이어스된 Q18, L3, C25로 이루어진 LC 발진 회로(콜피츠 발진)를 거친 후 트랜지스터(Q19, Q20)로 구성된 

달링톤 접속을 통해 증폭된 다음, 장파 출력 트랜스(L2)에 의해 제 1, 제 2 장파(LF1, LF2)로 변환되어 코일 안테나인

장파 송신 안테나(241)에 의해 송출된다.

이와 같이 메인 장치(200)가 송출한 제 1, 제 2 장파(LF1, LF2)는 도 14 및 도 19에 도시된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

교신하며, 그 교신 결과에 따라 휴대용 무선 카드(400)는 메인 장치(200)로 제 1, 제 2 초단파(VHF1, VHF2)를 송신

하는데, 송신된 제 1, 제 2 초단파(VHF1, VHF2)는 메인 장치(200)의 초단파 수신기(250)에 의해 수신된다.

즉,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송출하는 제 1, 제 2 초단파(VHF1, VHF2)와, 원격조정 송신부(300)가 송출하는 제 3 

초단파(VHF3)는 도 18b에서와 같이 초단파 수신 안테나(251)에 의해 수신되어 커플링 콘덴서(C30)를 거쳐 트랜지

스트(Q21)로 초단 증폭되고, 콘덴서(C34) 및 코일(L4)에 의해 동조된 후 트랜지스터(Q22) 및 코일(L5), 콘덴서(C37)

로 검파되고, 연산 증폭기(IC8, IC8)에 의해 증폭 및 파형 정형된 다음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1201)의 RB0 포트로 

입력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하면, 장파 송신기(240)와 초단파 수신기(250)는 각각 하이브리드 칩화하여 평상시의 

소모 전류가 매우 적고 오동작을 감소시켜 회로를 안정화시키도록 설계된다.

(B) 차량 제어부의 회로도

이하에서는, 도 17에 도시된 차량 제어부(600)의 회로의 동작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휴대용 무선 카드(400)와의 고유 데이터 확인 없이 도어가 열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작동 시 또는 원격조정 송신

부(300)의 강제경보버튼(313)의 신호가 초단파 수신기(250)를 통해 입력되면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 RA3 포

트를 통해서 "로우" 신호를 출력하고, 이 신호는 강제경보 제어회로(640)의 트랜지스터(Q13, Q14)로 고속 스위칭되

어 고정 바이어스된 트랜지스터(Q15)에 의해 증폭되고 스피커(204)를 통해 경고벨이 작동한다.

또한, 배터리 전원을 감지하여 규정 전압 이하가 되면 전압감시 회로(205)를 통해 경고벨을 작동시킨다. 경고벨을 강

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제 1 마이크 로 프로세서(201)에 연결된 초기화 버튼(202)를 눌러서 초기화하여야 한

다.

이와 동시에 원격 조정 송신부(300)의 강제 경보 버튼(313)을 조작하면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의 RB4 포트로 

"로우" 및 "하이" 신호가 반복적으로 출력되며, 이 신호는 차폭등 점등 회로(630)의 인버터(Q7)을 통해 반전하여 트랜

지스터(Q6)를 온.오프시킴으로써 그 결과에 의해 릴레이(RY3)에 +12V 전원을 주기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다이오드(

D2, D3)를 통하여 차폭등인 램프(LP1, LP2)를 점멸시킨다. 상기 차폭등의 점멸에 의해 운전자 또는 주위의 사람들에

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콘덴서(C3)와 다이오드(D8)는 릴레이(RY3)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회로이다.

도어 스위치부(210)는 도어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는데 도어가 개방되어 있으면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의 RB1

포트에 "로우"가 입력되고 폐쇄 상태이면 "하이"가 입력되도록 점프 스위치(JP4)를 점핑하여 본 시스템의 동작에 활용

하기 위한 회로이다.

도어 제어회로(610)는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의 RB5 포트를 통해 출력되는 도어 잠금/해제신호를 통해 제어

되는데 멀티 바이브레이터(611)를 이용하여 잠금 신호와 해제 신호를 반전되게 연결하여 두 릴레이(RY1, RY2)의 작

동이 반대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RB5 포트의 출력이 "로우"면 트랜지스터(Q5)가 턴온되어 릴레이(RY2)에 +12V 

전원이 인가되어 도어를 해제시키게 되고, 출력이 "하이"이면 트랜지스터(Q4)가 턴온되어 릴레이(RY1) +12V 전원이

인가되어 도어를 잠그게 된다.

그리고 시동 제어회로(620)는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의 RB6 포트와 RB7 포트를 통해 출력되는 ACC 및 스타

트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데 차량의 시동 시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RB6 포트를 통해 ACC 신호가 "로우"로 출력되고

, 이 신호는 Q9에 의해 "하이"로 반전됨에 따라 트랜지스터(Q8)이 턴온되어 릴레이(RY4)에 +12V 전원이 인가되어 A

CC 출력을 온상태로 유지시키게 된다.

이와 동시에 제 1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의 RB7 포트를 통해 "로우"로 출력되는 스타트 신호는 Q11에 의해 "하이"

상태로 반전되어 트랜지스터(Q10)를 턴온시켜 릴레이(RY5)에 +12V 전원을 인가함에 따라 스타트 신호로서 Vcc를 

약 2초간 공급하여 차량의 시동을 건 후 RB7 포트의 출력을 "하이"로 전환시켜 점화 코일(IG2)로 Vcc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C) 휴대용 무선 카드의 회로도

도 19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의 회로도로서, 도19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상기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는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를 포함한 처리부(412), 비상 송신버튼(413), 배터리(414), 장파수신기(420) 및 제 1 초

단파 송신기(430)를 포함한다.

장파수신기(420)의 Vcc의 전원이 Q8을 거치면서 장파 수신기(420)에 전원을 공급하여 장파 수신 대기 모드를 유지

하다가 수신 안테나(421)를 통해 메인 장치(200)로부터 동기신호를 수신하면 장파수신기(420)의 커플링 콘덴서(C3

3)를 거쳐 트랜지스터(Q13)로서 초단 증폭을 한 후, 트랜지스터(Q12), 코일(L5) 및 콘덴서(C29)로 동조하고, 커플링 

콘덴서(C28)를 거쳐 트랜지스터(Q11)로 2차 증폭 및 다이오드(D8)로 검파한 다음, 다시 트랜지스터(Q10)로 증폭하

여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에 동기신호를 제공하는데, 이 동기신호에 의해 트랜지스터(Q1) 가 턴온됨으로써 배

터리(414)의 전원이 발광다이오드(D4)를 점등시키면서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에 구동전원을 공급함으로써 휴

대용 무선 카드(400)가 동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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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평상시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를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메인 장치(200)로

부터 제 1 장파(LF1) 신호를 수신해야만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를 정상 작동시킴으로써 휴대용 무선 카드(400)

의 소비 전류를 최소화하여 배터리(414)의 교환 주기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이다. 또한, 상기 구성에 

의하면, 한번의 동기신호를 이용해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를 작동시킨 후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작업이 종료

될 때까지 RB0 포트를 통해 "하이"신호를 출력하함으로써 Q2를 통해 배터리(414)의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된

다.

한편, 장파수신기(420)의 트랜지스터(Q11)의 출력은 다이오드(D7)에 의해 검파되고, 트랜지스터(Q9)에 의해 증폭되

어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의 RA1 포트로 입력됨으로써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 내의 데이터용 롬(412)

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비교된다.

비교된 데이터가 일치하면 RA2 포트를 통하여 송신 신호(TX)를 "로우"로 전환하게 되어 제 1 초단파 송신기(430)의 

Q6를 턴온시켜 제 1 초단파 송신기(430)에 전원을 공급함과 동시에 장파 수신기(420)의 구동 전원을 오프시킨 후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의 RA0 포트를 통하여 고유 데이터를 송출하게 됨으로써 장파수신기(420)와 제 1 초단파 

송신기(430)의 교대 동작으로 인해 소비전력이 최소화된다.

따라서, 제1 초단파 송신기(430)로 인가되는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412)의 고유 데이터는 제 1 초단파 송신기(430

)의 트랜지스터(Q4)와 코일(L2) 및 콘덴서(C12)로 구성된 발진회로(콜피츠 발진)를 통해 제 1, 제 2 초단파(VHF1, V

HF2)를 발진하고, 커플링 콘덴서(C17)를 거쳐 트랜지스터(Q5)로 증폭되어 코일 안테나(L4)를 통해 송출되며, 이 신

호는 메인 장치(200)의 초단파 수신 안테나(251)에 의해 수신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장파 수신기(420)와 제 1 초단파 송신기(430)는 각각 하이브리드 칩으로 구성

되어 평상시의 소모전류가 매우 적고 크기가 적어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크기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다.

(D) 원격 조정 송신부의 회로도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조정 송신부의 회로도로서,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는, 시동버튼(311), 모드버튼(312), 강

제경보버튼(313), 자동시동 전환스위치(314), 제 3 마이크로프로세서(315), 배터리(318) 및 제 2 초단파 송신기(320

)를 포함한다.

시동버튼(311)을 작동하면 다이오드(D3)를 통해 트랜지스터(Q1)가 턴온 되어 배터리(318)의 전원을 제 3 마이크로

프로세서(315)에 공급하고, 이로 인해 RA2 포트에 "로우"신호가 입력되어 시동 신호임을 인지함으로써 RB1 포트를 

통해 발광다이오드(316)를 점등시킴과 동시에 RB0 포트를 통해 송신 데이터를 제 2 초단파 송신기(320)로 출력하게

된다.

모드버튼(312)가 작동하게 되면 다이오드(D4)를 통해 제 3 마이크로 프로세 서(315)의 RA1 포트를 통해 "로우"신호

가 인가되므로 RB2 포트를 통해 발광다이오드(317)를 점등시킴과 동시에 RB0 포트를 통해 송신 데이터를 제 2 초단

파 송신기(320)로 출력시킨다.

강제경보버튼(313)이 작동하면 다이오드(D5)를 통해 제3 마이크로 프로세서(315)가 동작되어 RB0 포트를 통해 송

신 데이터를 제 2 초단파 송신기(320)로 출력시키며, 자동 시동 전환 스위치(314)는 본 시스템의 시동을 자동/수동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변환하고 모드버튼(312)을 2초 이상 누름으로써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시동버튼(311), 모드버튼(312), 강제경보버튼(313) 조작시 제 2 초단파 송신기(320)로 송신 데이터가 

입력되면 트랜지스터(Q4)와 코일(L2) 및 콘덴서(C12)로 구성된 발진 회로(콜피츠 발진)를 통해 제 3 초단파(VHF3)

가 발진되고, 커플링 콘덴서(C17)를 거쳐 트랜지스터(Q5)로 증폭되어 코일 안테나(L4)를 통해 송출되며, 이 신호는 

메인 장치(200)의 초단파 수신안테나(251)에 의해 수신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하면, 제 2 초단파 송신기

(320)는 하이브리드 칩으로 구성하여 평상시의 소모전류가 매우 적고 오동작을 감소시켜 회로를 안정화시키도록 설

계하였다.

다음은 메인장치(200), 휴대용 무선 카드(400), 원격조정 송신부(300)의 제 1 내지 제 3 마이크로 프로세서(201, 31

5, 412)의 동작흐름을 도 21a 내지 도 21c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1a은 본 발명에 따른 메인장치의 동작흐름도이고, 도 21b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의 동작흐름도이며,

도 21c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조정 송신부의 동작흐름도이고, 도 21d는 도 21a의 서브루틴 동작흐름도이다.

본 시스템의 동작과정에서 메인장치(200)와 휴대용 무선 카드(400)간의 교신을 2회 반복하여 주인을 확인하는데, 1

차 교신은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전원을 온시키고 휴대용 무선 카드(400)에서 올프리 코드를 생성하여 송신하기 

위한 교신이며, 2차 교신은 메인장치(200)에서 수신된 올프리 코드와 고유 데이터를 비교 검토하여 주인을 인식한 후

차량의 도어를 열기위한 교신이다.

(4) 제어 방법의 흐름도에 대한 설명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의한 차량 도어/시동 제어 방법의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도 21a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메인 장치(200)의 동작 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메인 장치(200)에 전원이 공급되면 시스템을 초기화(단계 101)한 다음, 동기 신호가 포함된 제 1 장파(LF1)를 메인

장치(200)가 송출(단계 102)하는 초기과정(L1)을 수행된다. 또한, 휴대용 무선 카드(400)로부터 제 1 초단파(VHF1)

가 수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단계 103)하고, 제 1 초단파(VHF1)가 수신될 경우 고유 데이터 및 올프리 코드를 

검증(단계 104)한 후, 이 검증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와 일치함이 판단(단계 105)되면, 수신된 주기코드를 16비트

의 장파ID로 변환시켜 4비트의 시작/정지 비트와 함께 제 2 장파(LF2)에 실어 송신(단계 106)하게 되며, 만일 수신된

ID가 메인 장치(200) 내에 저장된 ID와 일치하지 않으면 약 간의 지연 후 동기신호를 다시 송출하는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는 제 1 검정과정(L2)이 실행된다.

상기 제 1 검정 과정(L2)이 실행된 다음 지정된 시간 내에 휴대용 무선 카드(400)로부터 제 2 초단파(VHF2)가 수신

되는 것으로 판단(단계 107)되면 고유 데이터 및 올프리 코드를 검증(단계 108)한 후, 이 검증된 데이터가 저장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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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일치한다고 판단(단계 109)되면 도어 잠금장치의 잠금 상태를 해제시키고, 일치하지 않으면 초기화 상태로 돌

아가는 제 2 검증 과정(L3)을 수행한다.

상기 제 2 검증 과정(L3)을 완료한 상태에서 차량의 주인이 일정시간 (예를 들어, 4초) 이내에 도어를 개폐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단계 111)하게 되며, 여기서 일정 시간 (예를 들어, 4초) 이내에 도어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시간 (

예를 들어, 4초) 간격으로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단계 118)하게 되고, 이때 휴대용 무선 카드(

400)가 감지되지 않음이 판단(단계 118a)되거나 또는 일정시간(예를 들어, 80초)이 경과되었음이 판단(단계 119)되

면 도어 잠금장치를 잠그는(단계 120) 잠금장치 제어과정(L4)을 실행하게 된다.

상기 잠금장치 제어과정(L4)에서 도어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도어가 열린상태에서 운전자에 의해 도어가 닫혔는지를 

판단(단계 113)하여 도어가 닫혀있을 경우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단계 114)하게 되고, 이때 

휴대용 무선 카드(400)가 감지되지 않음이 판단되면 도어 잠금장치를 잠그며(단계 117),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존

재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격조정 송신부(300)에 설치된 버튼의 조작에 의해 해당 장치를 제어하는 차량제어과

정(L6)을 진행하는 운행 준비과정(L5)을 실행하게 됨으로써 메인 장치(200)의 동작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

도 21b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무선 카드의 동작흐름도로서, 먼저 휴대용 무선 카드(400)에 전원이 공급되면 시스

템을 초기화(단계 121)한 다음 메인 장치(200)로부터 송출되는 동기신호가 포함된 제 1 장파(LF1)를 수신(단계 122)

하게 되며, 이 동기 신호에 의해 제 2 마이크로 프로세서(315)에 구동전원이 공급(단계 122a)되어 정상적인 작동 상

태로 전환하고, 임의의 주기 코드(예를 들면 0~255)를 랜덤(RANDOM) 함수를 이용하여 추출함과 동시에 수신된 동

기신호를 분석(단계 123)하여 메인 장치(200)가 송출한 장파인지를 판단(단계 124)하게 되고, 상기 판단 결과 메인 

장치(200)가 송출한 신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시스템을 초기화하게 된다.

상기 단계에서 수신된 제 1 장파(LF1)가 메인 장치(200)가 송출한 것이라고 확인되면 다수의 채널 중 추출된 주기코

드를 이용하여 적절한 주기로서 32비트의 ID, 8비트의 모드, 8비트의 주기코드 및 16비트의 체크섬 비트, 시작/정지 

16비트 등 80비트를 포함한 제 1 초단파(VHF1)를 송출(단계 125)하게 되는데, 이 제 1 초단파(VHF1) 신호에는 고

유 데이터를 제외하고도 항상 다른 신호(40억개의 올프리 코드:ALLFREE CODE)가 실려 있으므로 고유 데이터외에

도 충분한 경우의 수를 생성하여 보안성을 한층 높여 송신하도록 하였다.

한편, 상기 단계에서 제 1 초단파(VHF1)를 송출 완료한 후, 지정된 시간 내에 메인 장치(200)로부터 장파ID가 포함

된 제 2 장파(LF2)를 수신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단계 126)하게 되고, 지정된 시간 내에 제 2 장파(LF2)가 수신되면 

저장된 고유 데이터와 비교 분석(단계 127)하며, 비교 결과 저장된 주기코드와 일치할 경우 모드신호, 주기 신호와 ID

신호 및 체크섬 비트 등 80비트의 올프리 코드를 실은 제 2 초단파(VHF2)를 메인 장치(200)로 송출(단계 129)한 다

음,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전원을 슬립모드로 전환하고 장파 수신대기 상태로 전환(단계 130)함으로써 종료하게 

되는데, 이는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전원을 절약하여 배터리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

도 21c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조정 송신부(300)의 동작흐름도로서, 먼저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면 시스템을 초기화

(단계 131)시킨 다음 운전자가 조작하는 각 버튼의 조작에 따른 제 3 초단파(VHF3)를 송출하게 된다.

즉, 시동버튼(311)을 조작(단계 132)할 경우 시동을 걸고 시동을 정지시키는 신호를 포함하는 제3 초단파(VHF3)를 

송출(단계 133)하게 되며, 모드버튼(312)을 조작(단계 134)할 경우 시스템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작여부의 신호가 

포함되는 제 3 초단파(VHF3)를 송출(단계 135)하게 된다.

또한, 강제경보버튼(313)이 조작될 경우 강제경보신호를 포함하는 제 3 초단파(VHF3)를 송출(단계 137)하게 되며, 

자동시동 전환스위치(314)가 조작될 경우 자동시동신호를 포함하는 제 3 초단파(VHF3)를 메인장치(200)로 송출(단

계 139)하게 된다.

도 21d는 도 21a의 서브루틴 동작흐름도로서, 원격조정 송신부(300)의 각 버튼 조작시 메인장치(200)에서의 제어과

정을 도시한 것이다.

즉, 원격조정 송신부(300)로부터 시동버튼(311)의 조작신호가 수신됨이 판단(단계 141)되면 휴대용 무선 카드(400)

의 존재 여부를 확인(단계 142a)하고, 카드가 존재하면 시동제어회로(620)를 제어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게되며, 강제

경보버튼(313)의 조작신호가 수신됨이 판단(단계 143)되면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존재 여부를 확인(단계 144)하

고, 카드가 존재하면 차폭등 점등회로(630) 및 강제경보회로(640)를 제어하여 경보음의 발생과 차폭등을 점멸(단계 

144a)시키게 된다.

그리고 원격조정 송신부(300)로부터 모드버튼(312)의 조작신호가 수신됨이 판단(단계 145)되면 휴대용 무선 카드(4

00)의 존재 여부를 확인(단계 146)하고, 카드가 존재하면 시스템을 자동 또는 수동모드로 변환(단계 146a)하게 되며,

자동시동 전환스위치(314)가 수신됨이 판단(단계 147)되면 휴대용 무선 카드(400)의 존재 여부를 확인(단계 148)하

고, 카드가 존재하면 시동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단계 148a)하게 되는 것이다.

도34에는 도3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용 무선 카드(3400)를 사용하는 실시예에 있어서의 차량 도어 해제 단계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휴대용 무선 카드(3400)의 센서(3000)가 동작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3401) 센서가 카드(3400)의 움직

임을 감지하게 되면 주기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 신호(VHF3)를 송출한다.(단계 3402) 상기 초단파 신호를 수신한 

메인 장치(3200)는 데이터를 검증하게 된다.(단계 3403) 상기 데이터 검증 결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일

치하면 장파 ID를 포함한 초단파(VHF2)를 송신한다.(단계 3404) 상기 초단파(VHF2)를 수신한 휴대용 무선 카드(34

00)는 데이터 검증을 실시한다.(단계3405) 상기 검증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제 신호를 포함하고 있는 초

단파(VHF4)를 송출한다.(단계 3406) 상기 해제 신호를 포함하고 있는 초단파(VHF4)를 수신한 메인 장치(3200)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검증하고(단계 3407) 검증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잠금 장치를 해제한다.(단계3408)

도35에는 도33에 도시된 휴대용 무선 카드(3400')를 사용하는 실시예에 있어서의 차량 도어 해제 단계를 도시한 흐

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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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에서는 먼저 센서(3000')가 동작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단계 3501), 휴대용 무선 카드(3400')의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해제신호를 포함하고 있는 초단파(VHF4)를 주기적으로 송출한다.(단계 3502) 휴대용 무선

카드(3400')를 소지한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면(예를 들어 1m이내) 메인장치(3200')는 상기 초단파(VHF4)를 수신

하여 데이터가 메모리(3203')에 저장된 고유데이터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단계3503), 일치하는 것으로 판

단되면 잠금 장치를 해제한다.(단계3504)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는 메인장치와 휴대용 무선 카드 및 원격조정 송신부를 이용하여 동일 주파수에

의한 간섭을 휴대용 무선 카드에서 임의의 주기로 초단파를 송신하여 동일 주기로 반복 송신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확실하게 제거한 방법으로 휴대용 무선 카드를 지갑 등에 소지하기 만 하면 차량이 주인을 인식하여 차량 도어의 잠

금 및 해제를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시동 및 정지 또한 원격조정 송신부의 시동버튼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차후 

차량 생산시 본 시스템을 장착하고 키박스를 없앨 경우 금속키가 없더라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될 것이며, 또한 휴대용

무선 카드 없이는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음으로 인해 차량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전술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수치를 언급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

위가 그러한 수치로 인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첨부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이 건물의 도어 및 차량의 도어를 제어하고 옥내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용도 등에 관하여 

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정신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메인 장치가 장착될 수 있고 휴대용 무선 카드로 통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목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을 응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제어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산업용 장비나, 산업용 건물, 오토바이, 비행기 및 선박과 같은 시

스템의 시스템 전원의 온 오프, 도어의 개폐, 출입 통제 등에 응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장파 송출부, 초단파를 수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초단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초단파 송출부,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s1) 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는 과정과,

(s2)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

모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잠금 해제 명령 과정

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메인 장치와,

장파를 수신하기 위한 카드측 장파 수신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상기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c1)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 및

상기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목적 장치 잠금 제

어부

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상기 잠금 해제 명령 과정 (S2)은

(s2-1)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주기 코드를 장

파 ID로 변환하여 이를 포함하는 제2 장파를 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과,

(s2-2)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 및 잠금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

한 ID 코드가 상기 메모리에 기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를 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

으로 구성되고,

상기 카드측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상기 초단파 송출 과정 (c1)은

(c1-1)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상기 초

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 및

(c2)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2 장파를 수신하면, 상기 장파 ID와 주기 코드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

우에는, 상기 ID 코드 및 잠금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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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목적 장치의 잠금 상태 여부를 감지하여 이를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 장치 잠금 감지 수단

을 더 포함하고,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목적 장치 잠금 해제 과정 이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기 목적 장치 개폐 감지 수단에 의해서 목적 장

치가 개방되지 않았음이 보고되면 목적 장치를 잠그는 과정

을 더 수행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목적 장치의 잠금 상태 여부를 감지하여 이를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 장치 잠금 감지 수단

을 더 포함하고,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목적 장치 잠금 해제 과정 이후 제1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기 목적 장치 개폐 감지 수단에 의해서 목적

장치 가 개방되었음이 보고된 이후 제2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기 목적 장치 개폐 감지 수단에 의해서 목적 

장치가 닫혔음이 보고되면 목적 장치를 잠그는 과정

을 더 수행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s4)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 해제를 통보하

는 과정

을 더 포함하고,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목적 장치 잠금을 해제한 이후에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더 수행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가 차량의 도어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

어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가 건물의 도어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

어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외부 전화선으로부터 입력되는 전화 신호가 DTMF 신호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 전화로 스위칭하기 위한 전환 스위치,

상기 외부 전화선으로부터 입력되는 DTMF 신호와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 가능한 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DTMF 변

환부,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써, 상기 DTMF 변환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감지하고, 감지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를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감지된 제어 신호를 상기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로 전

송하는 과정을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전화 제어부, 및

피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 고유 코드 및 장치 제어 명령을 포함하는 제5 초단파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장치 고유 

코드에 해당하는 피제어 장치를 상기 장치 제어 명령에 맞게 제어하기 위한 장치 제어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메인 장치측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상기 전화 제어부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 중 장치 고유 코드 및 

장치 제어 명령을 분리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제5 초단파 신호를 상기 초단파 송신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을 더 포함

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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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옥내에 외부 물체의 침입 여부를 감지하고 침입이 감지되면 제6 초단파를 송출하는 침입 감지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화 제어부측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상기 메인 장치로부터 전화 번호 및 메시지를 입력받으면 입력

받은 전화 번호를 호출하여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메인 장치측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상기 초단파 수신부에 의해서 상기 제6 초단파가 수신되면, 상기 

메모리에 기록된 비상용 전화 번호 및 비상 메시지를 상기 전화 제어부측 프로세서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장치측 프로세서 및 상기 전화 제어부측 프로세서는 서로 직렬 포트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휴대용 무선 카

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1.
메인 장치, 휴대용 무선 카드, 및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를 이용하는 목적 장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인 장치는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고,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

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주기 코드를 장파 ID로 변환하여 이를 포함하는 제2 장파를

송출하고,

ID 코드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동일

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를 송출하고,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 해제를 통보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는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송출하고,

상기 제2 장파를 수신하면, 상기 장파 ID와 주기 코드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ID 코드 및 잠금 해

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송 출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제3 초단파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고,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목적 장치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가 건물의 도어인 목적 장치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가 차량의 도어인 목적 장치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전파 송출부, 초단파를 수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초단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초단파 송출부, 메모리, 프로

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s1) 상기 전파 송출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전파를 송출하는 과정과,

(s2)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

모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잠금 해제 명령 과정

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메인 장치와,

상기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카드측 전파 수신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상기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c1) 상기 카드측 전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전파를 수신하면,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 및

상기 메인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잠금 해제 신호 또는 잠금 신호에 따라 작동 가능한 구동 수단, 상기 구동 수단에 결

합되어 있고 상기 구동 수단의 작동에 따라 회전 가능한 걸림쇠, 및 회전 가능하고 도어측의 고정쇠가 맞물리는 구동

쇠를 포함하며 목적 장치가 설치되는 틀에 설치되어 상기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잠금 상태에서는 상기 구동 수단의 작동에 의해 상기 걸림쇠가 회전함으로써 상기 구

동쇠와의 맞물림 상태가 해제되어 상기 구동쇠가 회전 가능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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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수동 스위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메인 장치,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 및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

는 상기 수동 스위치가 온되는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는 건물의 도어이며,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가 설치되는 틀은 건

물의 도어틀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 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메인 장치와 유선으로 연결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

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수단이 솔레노이드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쇠에는 상기 걸림쇠가 걸리도록 되어 있는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쇠에는 도어측의 고정쇠가 맞물리는 길이 방향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휴대용 무선 카드

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구동쇠의 일측에 배치된 샤프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구동쇠가 

잠금 해제 위치로 회전되었을 때 상기 샤프트에 고착될 수 있는 수단이 상기 구동쇠에 포함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고착 수단이 자석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구동쇠가 잠금 위치에 있는지 잠금 해제 위치에 있는 지를 감지

하는 도어 잠김 스위치를 더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도어측에 설치되는 고정 수단도 포함하며,

상기 고정 수단은,

관통부가 형성되어 있는 하우징과,

상기 구동쇠에 맞물리며, 상기 하우징의 관통부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홈을 구비하는 고정쇠와,

상기 고정쇠의 홈에 삽입되어 있는 회전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회전 수단의 회전에 따라 상기 고정쇠가 이동하여 상기 구동쇠와의 맞물림 상태가 해제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수단은, 상기 회전 수단과 결합되어 있고 상기 회전 수단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수동 

레버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에 동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회전 수단의 일부분은 정상 상태에서 상기 동공에 삽입되어 상기 회전 수단의 회전이 방지되고,

상기 수동 레버가 작동되어 상기 동공으로부터 상기 회전 수단이 이탈되는 경우에 상기 회전 수단이 회전 가능한 상

태로 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8.
전파 송출부, 초단파를 수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초단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초단파 송출부, 메모리, 프로

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s1) 상기 전파 송출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전파를 송출하는 과정과,

(s2)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

모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잠금 해제 명령 과정

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메인 장치와,

상기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카드측 전파 수신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상기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c1) 상기 카드측 전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전파를 수신하면,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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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 및

메인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잠금 해제 신호 또는 잠금 신호에 따라 구동되는 모터, 잠금 위치와 잠금 해제 위치 사이에

서 회전 가능한 구동쇠, 및 상기 모터로부터 상기 구동쇠로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를 포함하며 목적 장치가 설치되는 

틀에 설치되는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의 상기 기어는 상기 모터와 결합되어 있는 제1 기어와, 상기 제1 기어와 결합되어 있고 

제1 기어로부터 상기 구동쇠로 동력을 전달하는 제2 기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건물의 도어 제어 시스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어는 평기어이고, 상기 제2 기어는 워엄 기어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어 및 상기 제2 기어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제1 기어의 회전을 상기 제2 기어로 전달하

는 제3 기어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기어는 평기어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어는 제1 걸림 수단을 구비하며, 제3 기어는 제2 걸림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모터가 회

전하기 시작한 후 상기 제1 기어가 공회전 한 후 상기 제1 걸림 수단이 제2 걸림 수단에 맞물리는, 휴대용 무선 카드

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쇠가 잠금 위치에 있는 것과 잠금 해제 위치에 있는 것을 감지하는 위치 감지 센서도 포함

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도어측에 설치되는 고정 수단도 포함하며,

상기 고정 수단은,

샤시와,

상기 구동쇠가 걸리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샤시 상에서 활주 가능한 커버와,

정상 상태에서 상기 커버의 위치를 유지시키는 유지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유지 수단은 상기 커버가 정상 상태의 위치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위치와 상기 커버가 활주 가능하게 하는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 수단을 이동시키는 구동 수단도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

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비상 해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비상 해제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분석하고 구동 수단을 동작

시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수단이 솔레노이드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9.
제14항 또는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전파가 초단파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0.
차량의 도어 및 시동 장치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장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장파 송출부, 초단파를 수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a)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는 과정과,

(b)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고유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제1 초단파로부터 고유 데이

터를 검출하여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와 동일한지를 판단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제2 장파를 송출

하는 과정과,

(c)고유 데이터 및 도어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제2 초단파로부터 고유 데이터를 

검출하여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와 동일한지를 판단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도어를 해제하는 과정

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메인 장치와,

장파를 수신하기 위한 카드측 장파 수신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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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기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고유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1 초단파를 송출하는 과정,

(b)상기 제2 장파를 수신하여 수신된 제2 장파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를 검출하여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

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고유 데이터와 도어 해제 명령을 포함한 제2 초단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

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 및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복수개의 조작 신호를 상기 메인 장치로 전송하는 원 격조정 송신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 및 시동 제어장치.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는,

휴대용 무선 카드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센서가 휴대용 무선 카드가 움직이는 것으로 

감지한 경우에만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가 작동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

청구항 42.
제40항 또는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는,

시동/정지 버튼, 시스템을 자동 내지 수동으로 전환하는 모드 버튼, 강제 경보 버튼,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

는 자동 시동 전환 스위치,

상기 각 버튼 조작시 소정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메인 장치로 전송하는 원격 조정 송신부측 프로세서를, 포함

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

청구항 43.
제40항 또는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로부터 메인 장치로 전송되는 제어 신호는 초단파에 실려 전송

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

청구항 44.
제40항 또는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로부터 메인 장치로 전송되는 제어 신호는 유선으로 전송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 장치.

청구항 45.
제40항 또는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의 장파 수신부와 초단파 송신부는 전원스위칭 수단에 의해 교

호로 동작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

청구항 46.
초단파를 수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고유 데이터 및 잠금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초 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초단파로부터 고

유 데이터를 검출하여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고유 데이터와 동일한지를 판단하여 동 일한 경우에는 목적 장치

의 잠금 해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하는 메인 장치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진동 등의 자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진동 센서

및

상기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진동 센서에 의해 자체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고유 데이터와 잠금 해 제 신호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송출

하는 과정

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 및

상기 잠금 해제 제어 신호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

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는 건물의 도어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는 차량의 도어인,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복수개의 조작 신호를 상기 메인 장치로 전송하는 원격조정 송신부를 더 포

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로부터 메인 장치로 전송되는 조작 신호는 초단파에 실려 전송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 및 시동 제어장치.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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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조정 송신부로부터 메인 장치로 전송되는 조작 신호는 유선으로 전송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 및 시동 제어장치.

청구항 52.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는, 휴대용 무선 카드의 자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진동 센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진동 센서가 휴대용 무선 카드가 움직이는 것으로 감지한 경우에만 상기 휴대용 

무선 카드가 작동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의 도어/시동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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