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4L 12/24

     H04L 12/26

     G06F 13/00

     H04L 29/0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104365

2005년11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5-7014382

(22) 출원일자 2005년08월04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08월04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4/001190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77741

국제출원일자 2004년02월05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09월10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029213

JP-P-2003-00029214

2003년02월06일

2003년02월06일

일본(JP)

일본(JP)

(71) 출원인 마츠시타 덴끼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오오사카후 가도마시 오오아자 가도마 1006

(72) 발명자 오쿠데 다카아키

일본 나라켄 야마토타카다시 사이와이쵸 4-8-414

사다히라 마사후미

일본 오사카후 도요나카시 소네미나미마치 2-16-5-302

와타나베 요시아키

일본 나라켄 야마토코리야마시 고이즈미쵸 612-1-503

나카야마 아츠시

일본 나라켄 야마토코리야마시 니시오카쵸 2-167

(74) 대리인 김창세

심사청구 : 없음

(54) 정보 전달 시스템, 정보 전달 방법, 전기 기기 통신 장치,정보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프로그램

요약

  본 발명은 정보 전달 시스템, 정보 전달 방법, 전기 기기 통신 장치, 정보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전기 기기(3)를 제어하는 정보 패널(1)은 제 1 송수신부(11)를 구비하고, 정보 패널(1)과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

하게 접속된 서버(2)는 송수신부(21)와, 정보 패널(1)과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부

(22)를 구비하며, 제 1 송수신부(11)는 정기적으로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서버(2)에 송신하고, 송수신부(21)는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고,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UDP 프로토콜에 근거

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

보를 송신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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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공급자 등이 갖는 서버가 정보망을 경유하여 정보 패널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서버가 정보망

을 거쳐서 정보 패널 자체나 정보 패널에 접속한 전기 기기나 정보 패널과 통신할 수 있는 전기 기기를 제어나 상태 모니터

링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정보 전달 방법, 전기 기기 통신 장치, 정보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프로그

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정보 공급자 등이 갖는 서버가 정보망(네트워크)을 거쳐서 정보 패널에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혹은 서버가 정보 패

널 등을 제어,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고안되어 있다. 이 종래기술은, 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제

2000-300430 호 공보(특허 문헌 1)에 개시되어 있다.

  특허 문헌 1에 기재되어 있는 조리(調理) 정보 시스템은, 소정의 통신망을 거쳐서 데이터 송수신 가능한 정보 제공자 서

버와, 통신망을 거쳐서 정보 제공자 서버와 데이터 송수신 가능한 이용자 단말과, 이용자 단말과 데이터 송수신 가능한 밥

솥을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 제공자 서버는 본 발명의 서버에 상당하고, 이용자 단말은 본 발명의 정보 패널에 상당하

며, 밥솥은 본 발명의 전기 기기에 상당한다.

  또한, 도 13에 다른 종래예를 나타낸다. 도 13은 종래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3에

나타내는 종래의 정보 전달 시스템(100)은 정보 패널(청구의 범위에 있어서의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상당함)(101)과 서

버(청구의 범위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장치에 상당함)(102)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정보 패널(101)은 송수신부(103)를 구

비하여 구성된다. 서버(102)는 송수신부(104)와, 정보 패널(1)에 대한 정보 전달 요구 혹은 정보 패널(1)로의 제어 모니터

링 요구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부(105)와, 정보 전달에 관한 순서나 데이터 등을 기억하는 버퍼(106)를 구비하여 구성

된다. 정보 패널(101)의 송수신부(103)와, 서버(102)의 송수신부(104)는 정보망(네트워크)(107)에 의해서 접속되어 있

다. 정보망(107)으로서는, 예컨대, 인터넷망이다. 트리거 발생부(105)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조작 스위치나 타이머나 센서

등이 생각된다. 버퍼(106)는 메모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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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4는 도 13에 나타내는 종래의 정보 전달 시스템(100)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4에서는, 정보 패

널(101), 서버(102) 및 트리거 발생부(105)에 의한 정보의 수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11) 내지 (117)은 각 정보의 내

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 도 14에 있어서, 정기(定期) TCP(111, 112, 114, 117)는 정보 패널(101)이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발하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요구 TCP(115)는 서버(102)가

TC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하는 요구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 결과 TCP(116)는 정보 패널(101)이 TCP 프로토콜에 근거

하여 발하는 결과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도 14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순서를 이용하여 도 13에 나타내는 종래의 정보 전달 시스템(100)의 동작을 설명한

다. 본 종래예에 있어서, 정보 패널(101)은 인터넷망(107)에 접속하고 있다. 정보 패널(101)이 갖는 IP 어드레스는, 상시

고정된 광역(global) 어드레스로 인터넷망(107)에 접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바이더(provider) 등이 점차 전환하는

IP 어드레스로 인터넷망(107)에 접속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패널(101)의 IP 어드레스는 고정 어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102)는 정보 패널(101)의 IP 어드레스를 상시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서버(102)의 트리거 발생부(105)에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정보 패널(101)은 정보 패널(101)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레스를 서버(102)에 알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 정보를 송신하고 있다. 이것이, 도 14에 나타내는 정기 TCP(111, 112, 114, 117)이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

(101)이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를 서버(102)에 송신함으로써, 서버(102)는 확실히 정보 패널(101)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확실히 정보 패널(101)을 제어할 수 있으며, 확실히 정보 패널(101)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트리거 발생부

(105)에 정보 패널(101)로의 제어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트리거 발생부(105)는 제어 요구 신호(113)를 발생한다. 그

러나, 이 때 서버(102)는 정보 패널(101)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레스를 알지 못한다. 그 때문에, 즉시 정보 패널(101)에

대하여 요구 신호를 발생할 수 없어, 정보 패널(101)에 대한 제어 요구가 있는 것을 버퍼(106)에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제

어 요구 신호(113)가 발생하고 난 후, 서버(102)에 전달된 정기 TCP(114)를 서버(102)가 수신했을 때, 그 시점에서의 정

보 패널(101)의 IP 어드레스를 서버(102)는 인식할 수 있어, 서버(102)의 송수신부(104)는 정보 패널(101)의 송수신부

(103)에 대하여 요구 TCP(115)를 발생할 수 있다. 요구 TCP(115)를 수신한 정보 패널(101)은 필요한 처리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결과 TCP(116)로서 서버(102)에 대해서 송신하고, 정보 전달 시스템(100)은 트리거 발생부(105)에서 발생한

제어 요구 트리거에 관한 일련의 정보 전달을 완료한다.

  그러나, 종래의 정보 전달 시스템(100)에서는, 도 1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 요구 트리거가 발생하고 나서 정보 패널

(101)이나 서버(102)에서 제어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에, 제어 요구 신호(113)가 발생하고 나서 정기 TCP(114)가 발생

할 때까지의 동안의 여분의 시간이 발생한다. 제어 요구 신호(113)가 정기 TCP(114)의 직전에 발생한 경우, 그 여분의 시

간은 비교적 짧지만, 제어 요구 신호(113)가 정기 TCP(112)의 직후에 발생한 경우, 정기 TCP를 송신하는 간격의 대부분

의 시간에 상당하는 제어 지연이 발생하게 되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가 곤란해진다. 또한, 정기 TCP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면 상기 여분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보 패널(101)이나 서버(102)에서의 처리

태스크가 빈번하게 되고, 또한, 네트워크(107)가 상시 비지(busy) 상태로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

으로 간격을 짧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 통신 장치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고 나서 전기 기기 통

신 장치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시

스템, 정보 전달 방법, 전기 기기 통신 장치, 정보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 특징, 국면, 및 이점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 도면에 의해서 보다 명백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는 도 1에 나타내는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실시예 1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5는 도 4에 나타내는 실시예 1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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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실시예 1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8은 도 7에 나타내는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0은 실시예 2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1은 도 10에 나타내는 실시예 2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실시예 2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3은 종래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4는 도 13에 나타내는 종래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또, 각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

한 부호를 부여하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실시예 1)

  먼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 전

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10)은 정보 패널(청구의 범위에 있어서

의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상당함)(1), 서버(청구의 범위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장치에 상당함)(2) 및 전기 기기(3)를 구비

하여 구성된다.

  정보 패널(1)은 서버(2)와 정보망(4)(이하, 네트워크(4)라고 함)을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예컨대, 전기 기

기(3)를 제어하는 제어기이다. 정보 패널(1)은 제 1 송수신부(11), 제 2 송수신부(12), 표시부(13), 조작부(14) 및 제어부

(1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은 전기 기기(3)를 제어하는 제어기이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리모콘(remote controller), 퍼스널 컴퓨터 및 텔레비전 등이더라도 무방하다. 또

한, 정보 패널(1)은 하나의 전기 기기만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의 전기 기기를 제어하더라도 된다.

  제 1 송수신부(11)는, 네트워크(4)를 거쳐서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정보를 송신하고, 또한, 네트워크(4)를 거쳐서 서

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제 2 송수신부(12)는, 전기 기기(3)의 송수신부(31)에 정보를

송신하고, 또한, 전기 기기(3)의 송수신부(3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표시부(13)는 전기 기기(3)의 동작 상

태 등을 표시한다. 조작부(14)는 전기 기기(3)를 정보 패널(1)에 의해서 조작하는 경우에 이용하여, 정보 패널(1)을 조작하

는 조작 정보를 접수한다. 제어부(15)는, 예컨대 CPU(중앙 연산 처리 장치)로 구성되며, 제 1 송수신부(11), 제 2 송수신

부(12), 표시부(13) 및 조작부(14)를 제어한다.

  서버(2)는 정보 패널(1)과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송수신부(21), 트리거 발생부(22), 버퍼

(23) 및 제어부(2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송수신부(21)는, 네트워크(4)를 거쳐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정

보를 송신하고, 또한, 네트워크(4)를 거쳐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와,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네트워크(4)에 의해서 접속되어 있다. 네트워크(4)로서는, 예

컨대, 인터넷망이다. 트리거 발생부(22)는, 예컨대 스위치나 타이머나 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정보 패널(1)과의 통신을 요

구하는 트리거로 되는 통신 요구 신호를 발생시킨다. 버퍼(23)는, 예컨대 메모리로 구성되며, 정보 전달에 관한 데이터나

순서 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제어부(24)는, 예컨대 CPU로 구성되며, 송수신부(21), 트리거 발생부(22) 및 버퍼(23)를 제어

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2)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 단말 및 휴대 전화기 등의 정보 기기이더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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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트워크(4)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부(21)와,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부(22)를 구비하는 서버(2)와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정보 패널(1)을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은 정보 패널(1) 내의 외부 기억 장치에 미리 기억되어 있다. 또한, 정보 패널(1)을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

그램은 CD-ROM, DVD-ROM 및 플렉시블 디스크 등으로 구성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하더라

도 된다. 이 경우, CD-ROM 드라이브, DVD-ROM 드라이브 및 플렉시블 디스크 드라이브 등으로 구성되는 기록 매체 구

동 장치를 이용하여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정보 패널(1)을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 외부 기억 장치에 인스

톨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을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 네트워크(4)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 등에

기억되어 있는 경우, 당해 컴퓨터 등으로부터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 패널(1)을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다

운로드하도록 하더라도 된다.

  또한, 네트워크(4)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제 1 송수신부(11)를 구비하는 정보 패널(1)과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

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서버(2)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은 서버(2) 내의 외부 기억 장치에 미리 기억되어 있다.

또한, 서버(2)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은 CD-ROM, DVD-ROM 및 플렉시블 디스크 등으로 구성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하도록 하더라도 된다. 이 경우, CD-ROM 드라이브, DVD-ROM 드라이브 및 플렉시블 디스

크 드라이브 등으로 구성되는 기록 매체 구동 장치를 이용하여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 서버(2)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

어 프로그램이 외부 기억 장치에 인스톨된다. 또한, 서버(2)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 네트워크(4)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 등에 기억되어 있는 경우, 당해 컴퓨터 등으로부터 네트워크를 거쳐서 서버(2)를 제어하기 위

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더라도 된다.

  전기 기기(3)는 정보 패널(1)과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송수신부(31)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송수신부(31)는,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정보를 송신하고, 또한,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

한다. 전기 기기(3)는, 예컨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 청소기, 조리 기기, 가스 급탕기, 중앙 난방 시스

템(central heating system), 전기 온수기, 가정용 폐열 발전 장치 등 여러 종류의 기기로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전기 기기(3)를 가스 급탕기로 하여 설명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패널(1)이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일례에 상당하고, 서버(2)가 정보 통신 장치의 일례에 상

당하고, 제 1 송수신부(11) 및 제 2 송수신부(12)가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의 일례에 상당하고, 송수신부(21)

가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의 일례에 상당하며, 트리거 발생부(22)가 트리거 발생 수단의 일례에 상당한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내는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에서는, 정

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 및 제 2 송수신부(12), 서버(2)의 송수신부(21), 전기 기기(3)의 송수신부(31) 및 서버(2)

의 트리거 발생부(22)에 의한 정보의 수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61) 내지 (72)는 각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

도 2에 있어서, 정기 UDP(61, 63, 71)는 정보 패널(1)이 UDP(User Datagram Protocol)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정기적으

로 송신하는 IP 어드레스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확인 UDP(62, 64, 72)는 정보 패널(1)로부터의 정기 UDP(61, 63, 71)에

대하여, 서버(2)가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확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요구 응답 UDP(66)는 서버(2)가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요구 응답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확인 UDP(67)는 서버(2)로부터의 요구 응답 UDP(66)에

대하여, 정보 패널(1)이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확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TCP(70)는 정보 패널(1)이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결과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결과 TCP(70)

는 전기 기기(3)의 상태 변화 데이터나 제어 요구에 대한 응답 결과 등이다. 예컨대, 전기 기기(3)가 가스 급탕기라고 하면,

가스 급탕기에 대한 제어 명령인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適量)에 달하

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가스 급탕기에 관한 정보가, 정보 패널(1)을 경유하여 결과 TCP(70)에 의해 서버(2)로 전달된

다. 물론 전기 기기(3)는 가스 급탕기 이외의 기기이더라도 되며,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 이외이더라도 무방한 것

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커넥션리스(connectionless)형 프로토콜로서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커넥션(connection)형

프로토콜로서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UDP 프로토콜 이외의 다른 커

넥션리스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도 되고, TCP 프로토콜 이외의 다른 커넥션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도 된다.

  다음에, 도 2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순서를 이용하여 도 1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10)의 동작을 설명한다. 본 실시

예에 있어서, 정보 패널(1)은 네트워크(인터넷망)(4)에 접속하고 있다. 정보 패널(1)이 갖는 IP 어드레스는 상시 고정된 광

역 어드레스로 네트워크(4)에 접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바이더(provider) 등이 점차 전환하는 IP 어드레스로 네트

워크(4)에 접속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는 고정 어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2)는 정보 패널(1)

의 IP 어드레스를 상시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정보 패널(1)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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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1)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레스를 서버(2)에 알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 정보를 송신하고 있다. 이것이,

도 2에 나타내는 정기 UDP(61, 63, 71)이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1)이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 정보를 서버(2)에 송신함

으로써, 서버(2)는 확실히 정보 패널(1)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확실히 정보 패널(1)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정보

패널(1)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정기 UDP(61)가 송신되고 나서 정기 UDP(63)가 송신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은 미리 설정되어 있고, 예컨대, 2분이다. 또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정보 패널(1)과 서버와의 세션(session)이 자동

적으로 개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세션이 개방된 것을 검출하여 정기 UDP를 송

신하더라도 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학습하여, 학습한 시간에 따라 정기 UDP를 송신하는 시간 간격을 설정하더라도 된다. 구체적으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조금씩 길게 하여, 확인

UDP를 수신할 수 없으면,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한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이 학습되어, 학습된 시간에

따라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될 때

까지의 시간 간격이 설정된다. 따라서,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항상 확립되어 있는 상태로 할 수 있어, 세션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없앨 수 있어, 특히, 자동적으로 세션이 개방되는 경우에 유효하다.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 가능한 전기 기기(3)의 제어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트

리거 발생부(22)는 제어 요구 신호(65)를 발생하여, 그 내용을 버퍼(23)에 저장한다. 이 때, 서버(2)와 정보 패널(1) 사이는

정보 패널(1)로부터 발생한 정기 UDP(63)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되어 있고,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

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레스, 즉 정기 UDP(63)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요구 응답 UDP(66)를 송신한다.

  여기서, 예컨대, 정기 UDP(63)가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였다고 하면, TCP 프로토콜의 정기 신호의 통신이 완료한

시점에서 서버(2)로부터 정보 패널(1)에 대하여 ACK 신호를 반송하는 등의 일련의 처리를 한 후, 서버(2)와 정보 패널(1)

과의 세션은 개방된다. 그 때문에, 세션이 개방된 시점에서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를 알 수 없게 되어, 서버

(2)의 송수신부(21)는 제어 요구 신호(65)가 발생했을 때 즉시 요구 응답 UDP(66)를 송신할 수 없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정기 UDP(63)는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이기 때문에, 통신이 완료한 시점에서 반드시 세션

이 개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어 요구 신호(65)가 발생했을 때,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의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어,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요구 응답 UDP(66)를 송신할 수 있다. 요구 응답 UDP(66)를

수신한 정보 패널(1)은 제 2 송수신부(12)로부터 전기 기기(3)의 송수신부(31)에 대하여 제어 처리 신호(68)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전기 기기(3)는 규정대로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또, 규정대로의 제어란, 예컨대, 전기 기기(3)가 갖는 디폴트

(default) 제어나 타이머 제어 등의 각종 제어나, 타이머 설정 등의 각종 설정 등이다. 제어 처리 신호(68)에 의한 제어의

결과 등에 의해서 전기 기기(3)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상태 변화 정보(69)가 전기 기기(3)로부터 정보 패널(1)에 전달되

고, 그 결과가 결과 TCP(70)로서 서버(2)에 전달되어 일련의 정보 전달을 완료한다. 또, 전기 기기(3)의 상태란, 전기적으

로 검출 가능한 전기 기기(3)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할 수 있는 전기 기기(3)가 가스 급탕기라고 한다.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서

발생한 가스 급탕기에 대한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요구였을 때,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욕실로의 급탕 개

시를 요구하는 요구 응답 UDP(66)을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서버(2)로부터 요구 응답 UDP(66)를 수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는 가스 급탕기에 대하여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처리 신호(68)를 송신한다.

  상기 일련의 정보 전달에 의해, 가스 급탕기는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다. 또한, 가스 급탕기의 송수신부(31)는, 예컨대,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가스 급탕기

의 상태 변화에 관한 상태 변화 정보(69)를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

(12)는 가스 급탕기로부터의 상태 변화 정보(69)를 수신하고,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결과 TCP(70)를 서버

(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TCP(70)를 수신하여, 일련의 정보 전달 처리를 완료한다. 물론 전기 기기(3)는 가스 급탕기 이외의 기기이더라도 되고, 통

신망(4)은 인터넷망 이외라도 되며,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 이외이더라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물

론 일련의 정보 전달을 완료한 후에도 정보 패널(1)은 정기 UDP를 정기 UDP(71)와 같이 계속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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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정기 UDP는 반드시 일정 간격으로 계속 송출되기 것은 아니며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송출되면 되는 것이

다. 또한,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는 신호 전달 시에 ACK 신호를 반송하지 않기 때문에,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

호에 비해서 신뢰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기 UDP(61, 63, 71)를 수신하면, 확인 UDP(62, 64,

72)를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이와 같이, 정기 UDP(61, 63, 71)에 대하여 확인 UDP(62, 64, 72)

가 서버(2)로부터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송출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요구 응

답 UDP(66)에 대해서는 확인 UDP(67)을 송출함으로써, 상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보 패널(1)은 표시부(13)나 조작부(14)를 구비하는 것에 의해, 정보 패널(1)에서 전기 기기(3)의 상태나, 서버(2)

와의 통신 상태의 확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송출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등의 지극히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전기 기기(3)는 정보 패널(1)과 통신에 의해 제어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 패널(1)의 단자 등에 직접 접속하고 있어

제어할 수 있어도 무방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요구 응답 UDP(66)는 TCP 프로토콜의 신호라도 무방하다. 이 경

우, 요구 응답 UDP(66)에 대한 확인 UDP(67)이 불필요하며,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에 의해, 확실히 요구 응답 정보

를 송신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전기 기기(3)를 제어하기 위한 정보 전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정보 패널(1) 자신의 제어나,

일기 예보, 시각표, 현재 시각, 가스 사용량,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및 수도 요금 등의 생활 정보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전기 기기(3)는 가스 계량기, 전력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 등의 각종 계량기이더라도 무방하다. 전기 기기(3)가 가스 계량

기, 전력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 등의 각종 계량기인 경우, 정보 전달 시스템은 계량기의 원격 차단이나 원격 복귀(개방) 등

의 제어를 하기 위한 정보 전달에 적용하더라도 된다. 또한, 상태 변화 정보(69)와 결과 TCP(70)는 전기 기기(3)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만 송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그 시점에서의 전기 기기(3)나 정보 패널

(1) 등의 상태를 전하기 위해 전달하더라도 무방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트리거 발생부(22)에 통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그 이전에 정보 패널(1)로부터 정

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정기 UDP)를 수신한 것에 의해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

부(11)와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서버의 송수신부(21)는 정기 UDP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

음 정기 UDP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요구 응답 UDP)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요구 응답 TCP)를 발생할 수 있어, 트리거 발생부(22)에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요구 응답 UDP 또는 요구 응답 TCP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버(2)에서 제어 요

구가 발생하고 나서 정보 단말(1)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

현할 수 있다.

  또한, 요구 응답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결과 정보가 송신되기 때문에, 전기 기기

통신 장치(정보 패널(1))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

(11)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정기 UDP)가 수신되었을 때, 정기 UDP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UDP)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

(확인 TCP)가 송신되기 때문에, 기본 프로토콜로서 통신의 전달 확인을 하지 않는 정기 UDP의 전달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서버(2)의 송수신부(21)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요구 응답 UDP)가 수신되었을 때, 요구 응답 정보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UDP)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TCP)가 송신되기 때문에, 기본 프로토콜로서 통신의

전달 확인을 하지 않는 요구 응답 UDP의 전달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했을 때, 전기 기기(3)의 송수신부(31)에 대하여 제어 신호를 송신함으로써, 정보 패널(1)에

접속한 전기 기기(3)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서버(2)는 정보 패널(1) 또는 전기 기기(3)의 변화 상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어, 제어됨에 따라 변화된 정보 패널(1) 또는 전기 기기(3)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3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전기 기기가 온수 이용 장치로서 적용되는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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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온수 이용 장치란, 가스나 전력이나 석유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성하고, 생성한 온수

를 욕실이나 부엌이나 세면소 등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며, 또한, 생성한 온수를 이용한 거실 난방이

나 욕실 난방이나 욕실 건조나 팬히터나 에어컨의 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이다.

  도 3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20)은 정보 패널(1), 서버(2) 및 온수 이용 장치(3a)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도 3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2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및 서버(2)의 구성은 도 1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1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및 서버(2)의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고,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1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10)과 다른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정보 패널(1)은 서버(2)와 정보망(4)(이하, 네트워크(4)라고 함)을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예컨대, 온수 이

용 장치(3a)를 제어하는 제어기이다. 정보 패널(1)은 제 1 송수신부(11), 제 2 송수신부(12), 표시부(13), 조작부(14) 및 제

어부(1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를 제어하는 제어기이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리모콘, 퍼스널 컴퓨터 및 텔레비전 등이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정보 패

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만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전기 기기를 제어하더라도 된다.

  서버(2)는 정보 패널(1)과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송수신부(21), 트리거 발생부(22), 버퍼

(23) 및 제어부(2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2)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 단말 및 휴대 전화기 등

의 정보 기기이더라도 된다.

  온수 이용 장치(3a)는 열원기(熱源機)(32), 욕실 리모콘(33), 거실 난방기(34) 및 욕실 건조기(3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열원기(32)는 가스, 전기 또는 석유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온수를 생성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열탕기이다. 열원

기(32)는 생성한 온수를 욕실, 부엌, 세면소 등에 대하여 공급하는 급탕 기능과, 생성한 온수를 거실 난방, 욕실 난방기, 욕

실 건조기, 팬히터, 에어컨 등의 열원으로서 이용하는 난방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열원기(32)는 송수신부(31)를 구비하

여 구성된다. 송수신부(31)는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정보를 송신하고, 또한,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

(12)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욕실 리모콘(33)은 급탕 등의 제어를 행하고, 주로 욕실에 설치된다. 거실 난방

기(34)는 열원기(32)에서 생성한 온수를 이용하여 거실을 따뜻하게 한다. 욕실 건조기(35)는 열원기(32)에서 생성한 온수

를 이용하여 욕실을 건조시킨다. 또, 거실 난방기(34) 및 욕실 건조기(35)는 욕실 난방기, 팬히터, 에어컨 등의 온수를 이용

하는 기기이더라도 무방하다.

  다음에, 도 3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20)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2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순서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정기적으로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IP 어드레스 정보(정기 UDP)를 서버(2)에 송

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기 UDP를 수신하여, UDP 프

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UDP)를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

(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되는 확인 UDP를 수신한다.

  여기서,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 있어서,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 가능한 온수 이용 장치(3a)의 제어 요구 트

리거, 구체적으로 예컨대 열원기(32)에 접속된 거실 난방기(34)를 ON하는 제어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트리거 발생

부(22)는 제어 요구 신호(65)를 발생하여, 그 내용을 버퍼(23)에 저장한다. 이 때, 서버(2)와 정보 패널(1) 사이는 정보 패

널(1)로부터 발생한 정기 UDP(63)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되어 있고,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의 그 시

점에서의 IP 어드레스, 즉 정기 UDP(63)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요구 응답 UDP(66)를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응답 UDP(66)을 수신하여, 확인

UDP(67)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되는 확인 UDP(67)를 수신한다. 요구 응답 UDP(66)를 수신한 정보 패널(1)은 제 2 송수신부(12)로부터 온수 이용 장

치(3a)의 송수신부(31)에 대하여 제어 처리 신호(68)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온수 이용 장치(3a)는 규정대로의 제어가 이

루어진다. 규정대로의 제어란, 예컨대, 온수 이용 장치(3a)가 갖는 디폴트 제어나 타이머 제어 등의 각종 제어나, 타이머 설

정 등의 각종 설정 등이다. 즉, 트리거 발생부(22)에서 발생한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요구이던 경우, 서버

(2)의 송수신부(21)는 요구 응답 UDP(66)를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

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응답 UDP(66)를 수신하고,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는

온수 이용 장치(3a)에 대하여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처리 신호(68)를 송신한다. 온수 이용 장치(3a)의 송수신부(31)

는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처리 신호(68)를 수신한다.

공개특허 10-2005-0104365

- 8 -



  상기 일련의 정보 전달에 의해, 온수 이용 장치(3a)는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다. 또한, 온수 이용 장치(3a)의 송수신부

(31)는, 예컨대,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온수 이용 장치(3a)의 상태 변화에 관한 상태 변화 정보(69)를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는 온수 이용 장치(3a)로부터의 상태 변화 정보(69)를 수신하고,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

부(11)는 결과 TCP(70)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

(1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TCP(70)를 수신하여, 일련의 정보 전달 처리를 완료한다.

  또, 온수 이용 장치(3a)는 정보 패널(1)과 통신에 의해 제어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 패널(1)의 단자 등에 직접 접속하고 있

어 제어할 수 있어도 무방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요구 응답 UDP(66)는 TCP 프로토콜의 신호이어도 된다. 이 경

우, 요구 응답 UDP(66)에 대한 확인 UDP(67)가 불필요해져,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에 의해, 확실히 요구 응답 정보

를 송신할 수 있다.

  또한, 상태 변화 정보(69)와 결과 TCP(70)는 온수 이용 장치(3a)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만 송출하

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그 시점에서의 온수 이용 장치(3a)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를 전하기 위해 전달하더라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전기 기기(3)를 온수 이용 장치(3a)에 적용한 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전기 기기(3)를 개폐 센서나 인간 감지 센서나 화재 센서나 가스 누출 센서 등의 각종 센서에서 경계

하여, 해당 센서가 센싱하는 것에 의해, 음성, 통보 또는 경비원의 호출 등에 의해 대처하는 안전 장치에 적용하더라도 된

다. 또한, 전기 기기(3)는 공기 조절 장치, 세탁기, 전자레인지나 밥솥이나 IH 조리기 등의 가열 조리기 및 냉장고나 냉동고

나 냉동 냉장고 등의 냉동 냉장 장치이어도 무방하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실시예 1의 변형예에 있

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며, 도 1에 나타내는 실시예 1의 정보 전달 시스템(10)과 동일

한 번호를 부여한 것은 동등한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도 4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30)은 정보 패널(1), 서버(2) 및

전기 기기(3')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전기 기기(3')로서는,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전기 기기(3)와 마찬가지로 각종

기기가 생각된다. 전기 기기(3')는 정보 패널(1)의 단자에 직접 접속하고 있어, 정보 패널(1)에 의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정보 패널(1)은, 도 1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10)과는 달리, 송수신부(11), 표시부(13), 조작부(14) 및

제어부(15)만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은 전기 기기(3')를 제어하는 제어기이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

고, 예컨대, 리모콘, 퍼스널 컴퓨터 및 텔레비전 등이더라도 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은 하나의 전기 기기만을 제어하는 것

은 아니고, 복수의 전기 기기를 제어하더라도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2)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 단말 및 휴

대 전화기 등의 정보 기기이어도 된다.

  도 5는 도 4에 나타내는 실시예 1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30)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에서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 서버(2)의 송수신부(21), 전기 기기(3') 및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 의한 정

보의 수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81) 내지 (93)은 각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 도 5에 있어서, 정기 UDP(81,

83, 92)는 정보 패널(1)이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송신하는 IP 어드레스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확인

UDP(82, 84, 93)는 정보 패널(1)로부터의 정기 UDP(81, 83, 92)에 대하여, 서버(2)가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

는 확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요구 UDP(86)는 서버(2)가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요구 정보를 나타내고 있

다. 요구 확인 TCP(87)는 서버(2)로부터의 요구 UDP(86)에 대하여, 정보 패널(1)이 TC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요구 확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요구 응답 TCP(88)는 정보 패널(1)로부터의 요구 확인 TCP(87)에 대하여, 서버(2)가

TC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요구 응답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TCP(91)는 정보 패널(1)이 TC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결과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결과 TCP(91)는 전기 기기(3')의 상태 변화 데이터나 제어 요구에

대한 응답 결과 등이다. 예컨대, 전기 기기(3')가 가스 급탕기라고 하면, 가스 급탕기에 대한 제어 명령인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가스 급탕기에 관한 정보가,

정보 패널(1)을 경유하여 결과 TCP(91)에 의해 서버(2)로 전달된다. 물론 전기 기기(3')는 가스 급탕기 이외의 기기이어도

무방하고,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 이외의 것이어도 무방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로서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커넥션형 프로토콜로서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UDP 프로토콜 이외의 다른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도 되고, TCP 프로토콜 이외의 다른 커넥션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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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도 5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순서를 이용하여 도 4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30)의 동작을 설명한다. 본 실시

예에 있어서, 정보 패널(1)은 네트워크(인터넷망)(4)에 접속되어 있다. 정보 패널(1)이 갖는 IP 어드레스는 상시 고정된 광

역 어드레스로 네트워크(4)에 접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바이더 등이 점차 전환하는 IP 어드레스로 네트워크(4)에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는 고정 어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IP 어드

레스를 상시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정보 패널(1)은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레스를 서버(2)에 알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 정보를 송신하고 있다. 이것이, 도 5에 나

타내는 정기 UDP(81, 83, 92)이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1)이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 정보를 서버(2)에 송신함으로써,

서버(2)는 확실히 정보 패널(1)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확실히 정보 패널(1)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정보 패널(1)

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정기 UDP(81)가 송신되고 나서 정기 UDP(83)가 송신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

은 미리 설정되어 있고, 예컨대, 2분이다. 또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정보 패널(1)과 서버와의 세션이 자동적으로 개방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세션이 개방된 것을 검출하여 정기 UDP를 송신하더라도 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학습하여, 학습한 시간에 따라 정기 UDP를 송신하는 시간 간격을 설정하더라도 된다. 구체적으로, 정보 패널(1)의 송수신

부(11)는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조금씩 길게 하고, 확인 UDP를 수신

할 수 없으면,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한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이 학습되어, 학습된 시간에

따라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할 때

까지의 시간 간격이 설정된다. 따라서,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항상 확립하고 있는 상태로 할 수 있어, 세션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없앨 수 있으므로, 특히, 자동적으로 세션이 개방되는 경우에 유효하다.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 가능한 전기 기기(3')의 제어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트

리거 발생부(22)는 제어 요구 신호(85)를 발생하여, 그 내용을 버퍼(23)에 저장한다. 이 때, 서버(2)와 정보 패널(1) 사이는

정보 패널(1)로부터 발생한 정기 UDP(83)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하고 있고,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

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레스, 즉 정기 UDP(83)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요구 UDP(86)를 송신한다.

  여기서, 예컨대, 정기 UDP(83)가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였다고 하면, TCP 프로토콜의 정기 신호의 통신이 완료한

시점에서 서버(2)로부터 정보 패널(1)에 대하여 ACK 신호를 반송하는 등의 일련의 처리를 실행한 후, 서버(2)와 정보 패

널(1)과의 세션은 개방된다. 그 때문에, 세션이 개방된 시점에서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를 알 수 없게 되어,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제어 요구 신호(85)가 발생했을 때 즉시 요구 UDP(86)를 송신할 수 없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정기 UDP(83)는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이기 때문에, 통신이 완료한 시점에서 반드시 세션

이 개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어 요구 신호(85)가 발생했을 때,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의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어,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요구 UDP(86)를 송신할 수 있다. 요구 UDP(86)를 수신한 정

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요구 확인 TCP(87)를 서버(2)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송수

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확인 TCP(87)를 수신하고, 요구 응답 TCP(88)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

다.

  여기서, 서버(2)는, 제어 요구 신호(85)를 받아 요구 응답 TCP(88)를 즉시 송출하지 않고, 요구 UDP(86)를 송신하고, 요

구 확인 TCP(87)를 수신한 후에 요구 응답 TCP(88)를 송출한다. 이것은, 제어 요구 신호(85)가 발생한 단계에서의 서버

(2) 중에 있는 정보 패널(1)의 정보, 즉, 정기 UDP(83)로 전달된 시점에서의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 정보 이외의 정보

는 즉시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령 정기 UDP(83)가 전기 기기(3')나 정보 패널(1) 자체의 상태 정

보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제어 요구 신호(85)가 발생할 때까지의 동안에 전기 기기(3')의 온·오프 상태나 현재 급탕 중인

지, 급탕을 종료했는 등의 상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정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전

기 기기(3')나 정보 패널(1) 자신을 제어하는 경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제어 요구 신호(85)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전

기 기기(3')의 온·오프 상태나 온도 설정 상태나 타이머 설정 상태 등의 상태 정보를 정확히 인식한 뒤에 제어해야 한다. 또

한, 인터넷망(4)의 트래픽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기 UDP의 정보를 극력 적게 하는 등의 고안을 한 경우, 정기 UDP(83)가

전달하는 정보는 적고, 제어 요구 신호(85)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다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 때문

에, 우선 요구 UDP(86)를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송출하고, 정보 패널(1)로부터 각종 정보를 탑재한 요구 확인 TCP(87)를

송출하여, 이것을 받아 요구 응답 TCP(88)를 서버(2)가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송출한다고 하는 순서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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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응답 TCP(88)를 수신한 정보 패널(1)은 전기 기기(3')에 대하여 제어 처리 신호(89)를 출력하고, 이에 따라 전기 기

기(3')는 규정대로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또, 규정대로의 제어란, 예컨대, 전기 기기(3')가 갖는 디폴트 제어나 타이머 제어

등의 각종 제어나, 타이머 설정 등의 각종 설정 등이다. 제어 처리 신호(89)에 의한 제어의 결과 등에 의해서 전기 기기(3')

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상태 변화 정보(90)가 전기 기기(3')로부터 정보 패널(1)에 출력되어, 그 결과가 결과 TCP(91)

로서 서버(2)에 전달되어 일련의 정보 전달을 완료한다. 또, 전기 기기(3')의 상태란, 전기적으로 검출 가능한 전기 기기

(3')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할 수 있는 전기 기기(3')가 가스 급탕기라고 한다.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

서 발생한 가스 급탕기에 대한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요구였을 때,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욕실로의 급탕

개시를 요구하는 요구 UDP(86)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

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UDP(86)를 수신하고, 요구 확인 TCP(87)을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

(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확인 TCP(87)를 수신하고, 요구 응답 TCP(88)

를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응답 TCP(88)를 수신하고,

가스 급탕기에 대하여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처리 신호(89)를 출력한다.

  상기 일련의 정보 전달에 의해, 가스 급탕기는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다. 또한, 가스 급탕기는, 예컨대,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가스 급탕기의 상태 변화에

관한 상태 변화 정보(90)를 정보 패널(1)에 출력한다. 정보 패널(1)에는, 가스 급탕기로부터의 상태 변화 정보(90)가 입력

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결과 TCP(91)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

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TCP(91)를 수신하고, 일련의 정보 전달 처리를 완료한다. 물론 전기 기

기(3')는 가스 급탕기 이외의 기기이더라도 무방하고, 통신망(4)은 인터넷망 이외라도 무방하며,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

탕 개시 이외이더라도 무방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물론 일련의 정보 전달을 완료한 후에도 정보 패널(1)은 정기

UDP를 정기 UDP(92)와 같이 계속 송출한다.

  여기서, 정기 UDP는 반드시 일정 간격으로 계속 송출되는 것은 아니며,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송출되면 되는 것이

다. 또한,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는 신호 전달 시에 ACK 신호를 반송하지 않기 때문에,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

호에 비해서 신뢰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기 UDP(81, 83, 92)를 수신하면, 확인 UDP(82, 84,

93)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이와 같이, 정기 UDP(81, 83, 92)에 대하여 확인 UDP(82, 84, 93)가 서

버(2)로부터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송출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보 패널(1)은 표시부(13)나 조작부(14)를 구비하는 것에 의해, 정보 패널(1)에서 전기 기기(3')의 상태나, 서버

(2)와의 통신 상태의 확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송출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등의 지극히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전기 기기(3')는 정보 패널(1)의 단자에 접속하고 있지만, 정보 패널(1)과 통신에 의해 제어하여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전기 기기(3')를 제어하기 위한 정보 전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정보 패널(1) 자신의 제어

나, 일기 예보, 시각표, 현재 시각, 가스 사용량,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및 수도 요금 등의 생활 정

보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

서의 전기 기기(3')는 가스 계량기, 전력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 등의 각종 계량기이더라도 된다. 전기 기기(3')가 가스 계량

기, 전력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 등의 각종 계량기인 경우, 정보 전달 시스템은 계량기의 원격 차단이나 원격 복귀(개방) 등

의 제어를 하기 위한 정보 전달에 적용하더라도 된다. 또한, 상태 변화 정보(90)와 결과 TCP(91)란, 전기 기기(3')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만 송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그 시점에서의 전기 기기(3')나 정보 패널

(1) 등의 상태를 전하기 위해 전달하더라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트리거 발생부(22)에 통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그 이전에 정보 패널(1)로부터 정

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정기 UDP)를 수신한 것에 의해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

(11)와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기 UDP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

음 정기 UDP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요구 UDP)를 발생할 수 있어, 트리거

발생부(22)에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요구 UDP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덧붙여, 요구

UDP는 트리거 발생부(22)에 통신 요구가 발생한 것을 정보 패널(1)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 내용 등

의 상세 정보를 갖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요구 응답 UDP)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고, 네트워크

상의 통신 데이터량을 적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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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정기 UDP)가 수신되었을 때, 정기 UDP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UDP)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TCP)가 송신되기 때문에, 기본 프로토콜

로서 통신의 전달 확인을 행하지 않는 정기 UDP의 전달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서버(2)의 송수신부(21)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요구 UDP)가 수신되었을 때, 요구 정보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UDP)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TCP)가 송신되기 때문에, 기본 프로토콜로서 통신의 전달 확인을

행하지 않는 요구 UDP의 전달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했을 때,

전기 기기 통신 장치(정보 패널(1))에 접속한 전기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서버(2)는 정보 패널(1) 또는 정보 패널

(1)에 접속한 전기 기기(3')의 변화 상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어, 제어됨에 따라 변화한 정보 패널(1) 또는 전기 기기(3')

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실시예 1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6은 실시예 1의 변형예에 있어

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전기 기기가 온수 이용 장치로

서 적용되는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온수 이용 장치란, 가스나 전력이나 석유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성

하고, 생성한 온수를 욕실이나 부엌이나 세면소 등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며, 또한, 생성한 온수를 이

용한 거실 난방이나 욕실 난방이나 욕실 건조나 팬히터나 에어컨의 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이다.

  도 6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40)은 정보 패널(1), 서버(2) 및 온수 이용 장치(3a')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도 6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4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및 서버(2)의 구성은 도 4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3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및 서버(2)의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고,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4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30)과 다른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정보 패널(1)은 서버(2)와 정보망(4)(이하, 네트워크(4)라고 함)을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으며, 예컨대, 온수

이용 장치(3a')를 제어하는 제어기이다. 정보 패널(1)은 송수신부(11), 표시부(13), 조작부(14) 및 제어부(1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를 제어하는 제어기이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

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리모콘, 퍼스널 컴퓨터 및 텔레비전 등이더라도 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

만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전기 기기를 제어하더라도 된다.

  서버(2)는 정보 패널(1)과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송수신부(21), 트리거 발생부(22), 버퍼

(23) 및 제어부(2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2)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 단말 및 휴대 전화기 등

의 정보 기기이더라도 무방하다.

  온수 이용 장치(3a')는 열원기(32), 욕실 리모콘(33), 거실 난방기(34) 및 욕실 건조기(3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열원기

(32)는 가스, 전기 또는 석유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온수를 생성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열탕기이다. 열원기(32)는

생성한 온수를 욕실, 부엌, 세면소 등에 대하여 공급하는 급탕 기능과, 생성한 온수를 거실 난방, 욕실 난방기, 욕실 건조기,

팬히터, 에어컨 등의 열원으로서 이용하는 난방 기능을 갖고 있다. 욕실 리모콘(33)은 급탕 등의 제어를 행하고, 주로 욕실

에 설치된다. 거실 난방기(34)는 열원기(32)에서 생성된 온수를 이용하여 거실을 따뜻하게 한다. 욕실 건조기(35)는 열원

기(32)에서 생성된 온수를 이용하여 욕실을 건조시킨다. 또, 거실 난방기(34) 및 욕실 건조기(35)는 욕실 난방기, 팬히터,

에어컨 등의 온수를 이용하는 기기이더라도 무방하다.

  다음에, 도 6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20)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5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순서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정기적으로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IP 어드레스 정보(정기 UDP)를 서버(2)에 송신한

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기 UDP를 수신하고,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UDP)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

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되는 확인 UDP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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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 있어서,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 가능한 온수 이용 장치(3a')의 제어 요구 트

리거, 구체적으로 예컨대 열원기(32)에 접속된 거실 난방기(34)를 ON하는 제어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트리거 발생

부(22)는 제어 요구 신호(85)를 발생하고, 그 내용을 버퍼(23)에 저장한다. 이 때, 서버(2)와 정보 패널(1) 사이는, 정보 패

널(1)로부터 발생한 정기 UDP(83)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되어 있어,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의 그 시

점에서의 IP 어드레스, 즉 정기 UDP(83)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요구 UDP(86)를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UDP(86)를 수신하고, 요구 확인

TCP(87)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

되는 요구 확인 TCP(87)를 수신하고, 요구 확인 TCP(87)에 대한 요구 응답 TCP(88)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요구 응답 TCP(88)를 수신한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의 열원기(32)에 대하여 제어 처리 신호(89)를

출력하고, 이에 따라 온수 이용 장치(3a')는 규정대로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규정대로의 제어란, 예컨대, 온수 이용 장치

(3a')가 갖는 디폴트 제어나 타이머 제어 등의 각종 제어나, 타이머 설정 등의 각종 설정 등이다. 즉, 트리거 발생부(22)에

서 발생한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요구이던 경우,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요구 응답 TCP(88)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응답

TCP(88)를 수신하고,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의 열원기(32)에 대하여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처리 신호

(89)를 출력한다. 온수 이용 장치(3a')의 열원기(32)에는, 정보 패널(1)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처리 신호(89)가 입력된다.

  상기 일련의 정보 전달에 의해, 온수 이용 장치(3a')는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다. 또한, 온수 이용 장치(3a')의 열원기

(32)는, 예컨대,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온수 이용 장치(3a')의 상태 변화에 관한 상태 변화 정보(90)를 정보 패널(1)에 출력한다. 정보 패널(1)에는, 온수 이

용 장치(3a')로부터의 상태 변화 정보(90)가 입력되고,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결과 TCP(91)를 서버(2)의 송수신

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TCP(91)를 수신하고,

일련의 정보 전달 처리를 완료한다.

  또한, 상태 변화 정보(90)와 결과 TCP(91)는 온수 이용 장치(3a')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만 송출하

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그 시점에서의 온수 이용 장치(3a')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를 전하기 위해 전달하여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전기 기기(3)를 온수 이용 장치(3a, 3a')에 적용한 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

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전기 기기(3)를 개폐 센서나 인간 감지 센서나 화재 센서나 가스 누출 센서 등의 각종 센서로 경

계하여, 당해 센서가 센싱함으로써, 음성, 통보 또는 경비원의 호출 등에 의해 대처하는 안전 장치에 적용하더라도 된다.

또한, 전기 기기(3)는 공기 조절 장치, 세탁기, 전자레인지나 밥솥이나 IH 조리기 등의 가열 조리기 및 냉장고나 냉동고나

냉동 냉장고 등의 냉동 냉장 장치이어도 무방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기기의 원격 제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기기의 상

태나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수집하는 텔레미터 시스템에 본 기술을 이용하여도 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또는, 송수신부(11))는,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

까지의 시간을 검출하고, 검출한 시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

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정보 패널(1) 또는 서버(2)에 통지하여도 된다. 구체적으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또

는, 송수신부(11))는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조금씩 길게 하고, 확인

UDP를 수신할 수 없으면,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고, 이 시간

간격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정보 패널

(1) 또는 서버(2)에 통지한다.

  이 경우,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 통지되면, 정기 UDP를

송신하는 시간 간격이 예컨대 소정의 시간으로 되도록 설정한다. 또한,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 통지되면,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 예컨대 소정의 시간으로 되도록

설정한다. 또, 여기서의 소정의 시간이란, 예컨대 2분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소정 시간

보다 짧아지고 있는 것을 정보 패널(1)에서 판단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세션의 확립되어 있

는 시간을 서버(2)에 송신하고, 서버(2)에서 소정 시간과의 비교 판단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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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이 검출되고,

검출된 시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 세션이 확립되고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 정

보 패널(1) 또는 서버(2)에 통지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을 일정 시간에 흐르는 정보의 양을 적게 하는 수 있어, 정보의 지

연이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실시예 2)

  다음에, 실시예 2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은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

다. 도 7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50)은 정보 패널(청구의 범위에 있어서의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상당함)(1), 서버

(청구의 범위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장치에 상당함)(2), 전기 기기(3) 및 휴대 전화기(청구의 범위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장치에 상당함)(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도 7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5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서버(2) 및

전기 기기(3)의 구성은 도 1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1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서버(2) 및 전기 기기(3)의 구성

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고,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1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10)과 다른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정보 패널(1)은 서버(2)와 정보망(4)(이하, 네트워크(4)라고 함)을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예컨대, 전기 기

기(3)를 제어하는 제어기이다. 정보 패널(1)은 제 1 송수신부(11), 제 2 송수신부(12), 표시부(13), 조작부(14) 및 제어부

(1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은 전기 기기(3)를 제어하는 제어기이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리모콘, 퍼스널 컴퓨터 및 텔레비전 등이어도 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은 하나의 전

기 기기만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의 전기 기기를 제어하더라도 무방하다.

  서버(2)는 정보 패널(1)과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고, 또한, 휴대 전화기(5)와 휴대 전화망(6) 및 네

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송수신부(21) 및 제어부(2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송수신부(21)는 네

트워크(4)를 거쳐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정보를 송신하고, 또한, 네트워크(4)를 거쳐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또한, 송수신부(21)는 네트워크(4) 및 휴대 전화망(6)을 거쳐서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에 정보를 송신하고, 또한, 휴대 전화망(6) 및 네트워크(4)를 거쳐서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

(5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제어부(24)는 송수신부(21)를 제어한다. 전기 기기(3)는 정보 패널(1)과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송수신부(31)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2)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 단

말 및 휴대 전화기 등의 정보 기기이어도 된다.

  휴대 전화기(5)는 서버(2)와 휴대 전화망(6) 및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송수신부(51)를 구

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휴대 전화기(5)를 이용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PHS(Personal Handy phone System)나 퍼스널 컴퓨터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 다른 정보 단말을 이용

하여도 된다.

  송수신부(51)는 휴대 전화망(6) 및 네트워크(4)를 거쳐서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정보를 송신하고, 또한, 휴대 전화망

(6) 및 네트워크(4)를 거쳐서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와 휴대 전화망(6) 및 네트워크(4)를 거

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서버(2)는 휴대 전화망(6)에 접속하는 송수

신부와 네트워크(4)에 접속하는 송수신부를 별개로 마련하여도 된다. 또한, 통상, 휴대 전화망(6)과 네트워크(4)는 접속처

의 네트워크에 맞추어 데이터의 포맷이나 어드레스나 프로토콜 등을 변환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서버 등을 거쳐서 접

속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생략하고 있다. 또한,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와 휴대 전화

망(6)을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하고,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와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

하여도 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패널(1)이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일례에 상당하고, 서버(2) 및 휴대 전화기(5)가 정보 통신

장치의 일례에 상당하고, 휴대 전화기(5)가 정보 단말의 일례에 상당하고, 제 1 송수신부(11) 및 제 2 송수신부(12)가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의 일례에 상당하고, 송수신부(21)가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의 일례에 상당하며, 송

수신부(51)가 트리거 발생 수단의 일례에 상당한다.

  도 8은 도 7에 나타내는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에서는, 정

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 및 제 2 송수신부(12), 서버(2)의 송수신부(21), 전기 기기(3)의 송수신부(31) 및 휴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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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5)의 송수신부(51)에 의한 정보의 수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61) 내지 (173)은 각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 도 8에 있어서, 정기 UDP(161, 163, 172)는 정보 패널(1)이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송신하는 IP 어드

레스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확인 UDP(162, 164, 173)은 정보 패널(1)로부터의 정기 UDP(161, 163, 172)에 대하여, 서

버(2)가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확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요구 응답 UDP(126)는 서버(2)가 UDP 프로토

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요구 응답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확인 UDP(167)은 서버(2)로부터의 요구 응답 UDP(166)에 대

하여, 정보 패널(1)이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확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TCP(170)는 정보 패널(1)이

TC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결과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결과 TCP(170)는 전기 기기(3)의 상태 변화 데이

터나 제어 요구에 대한 응답 결과 등이다. 예컨대, 전기 기기(3)가 가스 급탕기라고 하면, 가스 급탕기에 대한 제어 명령인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가스 급탕

기에 관한 정보가 정보 패널(1)을 경유하여 결과 TCP(170)에 의해 서버(2)로 전달된다. 물론 전기 기기(3)는 가스 급탕기

이외의 기기이더라도 되며,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 이외이어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로서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커넥션형 프로토콜로서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UDP 프로토콜 이외의 다른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도 되고, TCP 프로토콜 이외의 다른 커넥션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도 된다.

  다음에, 도 8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순서를 이용하여 도 7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50)의 동작을 설명한다. 본 실시

예에 있어서, 정보 패널(1)은 네트워크(인터넷망)(4)에 접속하고 있다. 정보 패널(1)이 갖는 IP 어드레스는 상시 고정된 광

역 어드레스로 네트워크(4)에 접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프로바이더 등이 점차 전환하는 IP 어드레스로 네트워크(4)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는 고정 어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2)는 정보 패널

(1)의 IP 어드레스를 상시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기 기기(3)에 대한 제어 요구가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로부터

휴대 전화망(6) 및 네트워크(4)를 거쳐서 서버(2)에 도달하였을 때, 정보 패널(1)은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

레스를 서버(2)에 알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 정보를 송신하고 있다. 이것이, 도 8에 나타내는 정기

UDP(161, 163, 172)이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1)이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를 서버(2)에 송신함으로써, 서버(2)는 확실

히 정보 패널(1)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확실히 정보 패널(1)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정보 패널(1)의 상태를 모니

터링할 수 있다.

  또,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정기 UDP(161)가 송신되고 나서 정기 UDP(163)가 송신될 때까지의 시

간 간격은 미리 설정되어 있고, 예컨대, 2분이다. 또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정보 패널(1)과 서버와의 세션이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세션이 개방된 것을 검출하여 정기 UDP를 송신하더

라도 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학습하여, 학습한 시간에 따라 정기 UDP를 송신하는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도 된다. 구체적으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조금씩 길게 하고, 확인

UDP를 수신할 수 없으면,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한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이 학습되어, 학습된 시간에

따라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할 때

까지의 시간 간격이 설정된다. 따라서,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항상 확립되어 있는 상태로 할 수 있어, 세션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없앨 수 있어, 특히, 자동적으로 세션이 개방되는 경우에 유효하다.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제어 요구 신호(165)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

는 휴대 전화기(5)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요구 신호(165)를 수신한다. 이 때, 서버(2)와 정보 패널(1) 사이는 정보 패널(1)

로부터 발생한 정기 UDP(163)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되어 있고,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에

서의 IP 어드레스, 즉 정기 UDP(163)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요구 응답 UDP(166)을 송신한다.

  여기서, 예컨대, 정기 UDP(163)가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였다고 하면, TCP 프로토콜의 정기 신호의 통신이 완료

한 시점에서 서버(2)로부터 정보 패널(1)에 대하여 ACK 신호를 반송하는 등의 일련의 처리를 실행한 후, 서버(2)와 정보

패널(1)과의 세션은 개방된다. 그 때문에, 세션이 개방된 시점에서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를 알 수 없게 되

어,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제어 요구 신호(165)를 수신했다고 해도, 즉시 요구 응답 UDP(166)을 송신할 수가 없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정기 UDP(163)는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이기 때문에, 통신이 완료한 시점에서 반드시 세

션이 개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어 요구 신호(165)를 수신했을 때,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의 IP 어드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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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어,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요구 응답 UDP(166)을 송신할 수 있다. 요구 응답

UDP(166)을 수신한 정보 패널(1)은 제 2 송수신부(12)로부터 전기 기기(3)의 송수신부(31)에 대하여 제어 처리 신호

(168)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전기 기기(3)는 규정대로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규정대로의 제어란, 예컨대, 전기 기기(3)가

갖는 디폴트 제어나 타이머 제어 등의 각종 제어나, 타이머 설정 등의 각종 설정 등이다. 제어 처리 신호(168)에 의한 제어

의 결과 등에 의해서 전기 기기(3)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상태 변화 정보(169)가 전기 기기(3)로부터 정보 패널(1)에 전

달되고, 그 결과가 결과 TCP(170)로서 서버(2)에 전달된다. 또한, 서버(2)로부터 휴대 전화기(5)에 대하여 상태 변화 정보

인 결과 신호(171)가 전달되고, 일련의 정보 전달을 완료한다. 또, 전기 기기(3)의 상태란, 전기적으로 검출 가능한 전기 기

기(3)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할 수 있는 전기 기기(3)가 가스 급탕기로 한다. 휴대 전화기(5)에서 발생한 가스 급

탕기에 대한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요구였을 때,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제어 요구 신호(165)를 서

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요구

신호(165)를 수신하고, 욕실로의 급탕 개시를 요구하는 요구 응답 UDP(166)을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송신

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서버(2)로부터 요구 응답 UDP(166)를 수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

부(12)는 가스 급탕기에 대하여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처리 신호(168)를 송신한다.

  상기 일련의 정보 전달에 의해, 가스 급탕기는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다. 또한, 가스 급탕기의 송수신부(31)는, 예컨대,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가스 급탕기

의 상태 변화에 관한 상태 변화 정보(169)를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

(12)는 가스 급탕기로부터의 상태 변화 정보(169)를 수신하고,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결과 TCP(170)를 서

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TCP(170)를 수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결과 신호(171)를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에 송신한다. 휴대 전

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신호(171)를 수신하고, 일련의 정보 전달 처리

를 완료한다. 물론 전기 기기(3)는 가스 급탕기 이외의 기기이더라도 무방하고, 통신망(4)은 인터넷망 이외이더라도 무방

하며,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 이외이더라도 무방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물론 일련의 정보 전달을 완료

한 후에도 정보 패널(1)은 정기 UDP를 정기 UDP(173)와 같이 계속 송출한다.

  여기서, 정기 UDP는 반드시 일정 간격으로 계속 송출되는 것은 아니며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송출되면 되는 것이

다. 또한,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는 신호 전달 시에 ACK 신호를 반송하지 않기 때문에,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

호에 비해서 신뢰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기 UDP(161, 163, 172)를 수신하면, 확인

UDP(162, 164, 173)를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이와 같이, 정기 UDP(161, 163, 172)에 대하여

확인 UDP(162, 164, 173)가 서버(2)로부터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송출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요구 응답 UDP(166)에 대해서는 확인 UDP(167)를 송출함으로써, 상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정보 전

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보 패널(1)은 표시부(13)나 조작부(14)를 구비하는 것에 의해, 정보 패널(1)에서 전기 기기(3)의 상태나, 서버(2)

와의 통신 상태의 확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송출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등의 매우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다. 또한, 휴대 전화기(5)가 표시부를 구비하는 경우, 휴대 전화기(5)가 구비하는 표시부는 송수신부(51)에 의해서 수신한

결과 신호(171)에 포함되는 상태 변화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사용자는 옥외에 있으면서 전기 기기(3)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기 기기(3)는 정보 패널(1)과 통신에 의해 제어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 패널(1)의 단자 등에 직접 접속하고

있어 제어할 수 있어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요구 응답 UDP(166)는 TCP 프로토콜의 신호이어도 된다. 이

경우, 요구 응답 UDP(166)에 대한 확인 UDP(167)가 불필요하게 되어,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에 의해 확실히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전기 기기(3)를 제어하기 위한 정보 전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정보 패널(1) 자신의 제어나,

일기 예보, 시각표, 현재 시각, 가스 사용량,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및 수도 요금 등의 생활 정보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의 전기 기기(3)는 가스 계량기, 전력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 등의 각종 계량기이더라도 된다. 전기 기기(3)가 가스 계량기,

전력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 등의 각종 계량기인 경우, 정보 전달 시스템은 계량기의 원격 차단이나 원격 복귀(개방) 등의

제어를 하기 위한 정보 전달에 적용하더라도 된다. 또한, 상태 변화 정보(169)와 결과 TCP(170)와 결과 신호(171)는 전기

기기(3)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만 송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그 시점에서의 전기 기기

(3)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를 전하기 위해 전달하여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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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로부터 송신되는 통신 요구를 수신했을 때,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그 이전

에 정보 패널(1)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정기 UDP)를 수신한 것에 의해서 정

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와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당해 정기 UDP

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음 정기 UDP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요구 응답 UDP)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요구 응답 TCP)를 발생할 수 있어, 휴대 전화기(5)에

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요구 응답 UDP 또는 요구 응답 TCP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휴대 전화기(5)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고 나서 정보 패널(1)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결과 정보가 수신되고, 수신된 결과 정보가 결과

신호로서 휴대 전화기(5)에 송신되기 때문에, 정보 패널(1)의 상태를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결과 정보에 의해서 서

버(2)에 전달할 수 있고, 부가하여 서버(2)로부터 휴대 전화기(5)에 대하여 정보 패널(1)의 상태를 결과 신호로서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9는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전기 기기가 온수 이용 장치로서 적용되는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온수 이용 장치란, 가스나 전력이나 석유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성하고, 생성한 온수

를 욕실이나 부엌이나 세면소 등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고, 또한, 생성한 온수를 이용한 거실 난방이

나 욕실 난방이나 욕실 건조나 팬히터나 에어컨의 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이다.

  도 9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60)은 정보 패널(1), 서버(2), 온수 이용 장치(3a) 및 휴대 전화기(5)를 구비하여 구성

된다. 또, 도 9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6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서버(2) 및 휴대 전화기(5)의 구성은 도 7에 나

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5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서버(2) 및 휴대 전화기(5)의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

호를 부여하고,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7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50)과 다른 구성

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정보 패널(1)은 서버(2)와 정보망(4)(이하, 네트워크(4)라고 함)을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예컨대, 온수 이

용 장치(3a)를 제어하는 제어기이다. 정보 패널(1)은 제 1 송수신부(11), 제 2 송수신부(12), 표시부(13), 조작부(14) 및 제

어부(1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를 제어하는 제어기이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리모콘, 퍼스널 컴퓨터 및 텔레비전 등이여도 무방하다. 또한, 정보 패널

(1)은 온수 이용 장치(3a)만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전기 기기를 제어하여도 된다.

  서버(2)는 정보 패널(1)과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고, 또한, 휴대 전화기(5)와 휴대 전화망(6) 및 네

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으며, 송수신부(21) 및 제어부(2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2)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 단말 및 휴대 전화기 등의 정보 기기이어도 된다.

  온수 이용 장치(3a)는 열원기(32), 욕실 리모콘(33), 거실 난방기(34) 및 욕실 건조기(3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열원기

(32)는 가스, 전기 또는 석유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온수를 생성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열탕기이다. 열원기(32)는

생성한 온수를 욕실, 부엌, 세면소 등에 대하여 공급하는 급탕 기능과, 생성한 온수를 거실 난방, 욕실 난방기, 욕실 건조기,

팬히터, 에어컨 등의 열원으로서 이용하는 난방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열원기(32)는 송수신부(31)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송수신부(31)는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정보를 송신하고, 또한,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욕실 리모콘(33)은 급탕 등의 제어를 행하고, 주로 욕실에 설치된다. 거실 난방기(34)는 열원기

(32)에서 생성된 온수를 이용하여 거실을 따뜻하게 한다. 욕실 건조기(35)는 열원기(32)에서 생성된 온수를 이용하여 욕실

을 건조시킨다. 또, 거실 난방기(34) 및 욕실 건조기(35)는 욕실 난방기, 팬히터, 에어컨 등의 온수를 이용하는 기기이어도

된다.

  다음에, 도 9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60)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8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순서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정기적으로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IP 어드레스 정보(정기 UDP)를 서버(2)에 송

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기 UDP를 수신하고, UDP 프

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UDP)를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

(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되는 확인 UDP을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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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 가능한 온수 이용 장치(3a)의 제어 요구 신호

(165), 구체적으로 예컨대 열원기(32)에 접속된 거실 난방기(34)를 ON하는 제어 요구 신호(165)를 서버(2)의 송수신부

(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휴대 전화기(5)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요구 신호(165)를 수신한다. 이 때, 서

버(2)와 정보 패널(1) 사이는 정보 패널(1)로부터 발생한 정기 UDP(163)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되어 있어, 서버(2)의 송수

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레스, 즉 정기 UDP(63)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요구 응답

UDP(166)를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응답 UDP(166)를 수신하고, 확인

UDP(167)을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되는 확인 UDP(167)를 수신한다. 요구 응답 UDP(166)를 수신한 정보 패널(1)은 제 2 송수신부(12)로부터 온수 이용

장치(3a)의 송수신부(31)에 대하여 제어 처리 신호(168)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온수 이용 장치(3a)는 규정대로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규정대로의 제어란, 예컨대, 온수 이용 장치(3a)가 갖는 디폴트 제어나 타이머 제어 등의 각종 제어나, 타이머

설정 등의 각종 설정 등이다. 즉,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요구이던 경우,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요구 응답 UDP(166)를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

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응답 UDP(166)를 수신하고,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는 온수 이용 장치(3a)에 대하여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처리 신호(168)를 송신한다. 온수 이용 장

치(3a)의 송수신부(31)는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처리 신호(168)를 수신한다.

  상기 일련의 정보 전달에 의해, 온수 이용 장치(3a)는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다. 또한, 온수 이용 장치(3a)의 송수신부

(31)는, 예컨대,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온수 이용 장치(3a)의 상태 변화에 관한 상태 변화 정보(169)를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제 2 송수신부(12)는 온수 이용 장치(3a)로부터의 상태 변화 정보(169)를 수신하고,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

신부(11)는 결과 TCP(170)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

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TCP(170)를 수신하고, 상태 변화 정보인 결과 신호(171)를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

(51)에 송신한다.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신호(171)를 수신하고,

일련의 정보 전달 처리를 완료한다.

  또, 온수 이용 장치(3a)는 정보 패널(1)과 통신에 의해 제어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 패널(1)의 단자 등에 직접 접속하고

있어 제어할 수 있어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요구 응답 UDP(166)는 TCP 프로토콜의 신호이어도 된다. 이

경우, 요구 응답 UDP(166)에 대한 확인 UDP(167)이 불필요하게 되어,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에 의해 확실히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또한, 상태 변화 정보(169)와 결과 TCP(170)와 결과 신호(171)는 온수 이용 장치(3a)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가 변화

되었을 때에만 송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그 시점에서의 온수 이용 장치(3a)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를 전하

기 위해 전달하여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전기 기기(3)를 온수 이용 장치(3a)에 적용한 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전기 기기(3)를 개폐 센서나 인간 감지 센서나 화재 센서나 가스 누출 센서 등의 각종 센서로 경계하

여, 해당 센서가 센싱함으로써, 음성, 통보 또는 경비원의 호출 등에 의해 대처하는 안전 장치에 적용하여도 된다. 또한, 전

기 기기(3)는 공기 조절 장치, 세탁기, 전자레인지나 밥솥이나 IH 조리기 등의 가열 조리기 및 냉장고나 냉동고나 냉동 냉

장고 등의 냉동 냉장 장치이어도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 2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0은 실시예 2의 변형예에 있

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며, 도 7에 나타내는 실시예 2의 정보 전달 시스템(50)과 동일

한 번호를 부여한 것은 동등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도 10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70)은 정보 패널(1), 서버(2),

전기 기기(3') 및 휴대 전화기(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전기 기기(3')로서는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전기 기기(3)와

마찬가지로 각종 기기가 생각된다. 전기 기기(3')는 정보 패널(1)의 단자에 직접 접속하고 있어, 정보 패널(1)에 의해 제어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패널(1)은 도 7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50)과는 달리, 송수신부(11), 표시부(13),

조작부(14) 및 제어부(15)만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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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은 전기 기기(3')를 제어하는 제어기이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

고, 예컨대, 리모콘, 퍼스널 컴퓨터 및 텔레비전 등이어도 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은 하나의 전기 기기만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의 전기 기기를 제어하여도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2)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 단말 및 휴대 전

화기 등의 정보 기기이어도 된다.

  도 11은 도 10에 나타내는 실시예 2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 시스템(70)의 정보 전달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에서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 서버(2)의 송수신부(21), 전기 기기(3') 및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에

의한 정보의 수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81) 내지 (194)는 각 정보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 도 11에 있어서, 정기

UDP(181, 183, 193)는 정보 패널(1)이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송신하는 IP 어드레스 정보를 나타내고 있

다. 확인 UDP(182, 184, 194)는 정보 패널(1)로부터의 정기 UDP(181, 183, 193)에 대하여, 서버(2)가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확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요구 UDP(186)는 서버(2)가 UD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요구 정

보를 나타내고 있다. 요구 확인 TCP(187)는 서버(2)로부터의 요구 UDP(186)에 대하여, 정보 패널(1)이 TC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요구 확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요구 응답 TCP(188)는 정보 패널(1)로부터의 요구 확인 TCP(187)

에 대하여, 서버(2)가 TC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요구 응답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TCP(191)는 정보 패널

(1)이 TCP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결과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결과 TCP(191)는 전기 기기(3')의 상태 변

화 데이터나 제어 요구에 대한 응답 결과 등이다. 예컨대, 전기 기기(3')가 가스 급탕기라고 하면, 가스 급탕기에 대한 제어

명령인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가

스 급탕기에 관한 정보가 정보 패널(1)을 경유하여 결과 TCP(191)에 의해 서버(2)로 전달된다. 물론 전기 기기(3')는 가스

급탕기 이외의 기기이어도 되며,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 이외이어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로서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커넥션형 프로토콜로서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UDP 프로토콜 이외의 다른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도 되고, TCP 프로토콜 이외의 다른 커넥션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도 된다.

  다음에, 도 11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순서를 이용하여 도 10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70)의 동작을 설명한다. 본 실

시예에 있어서, 정보 패널(1)은 네트워크(인터넷망)(4)에 접속하고 있다. 정보 패널(1)이 갖는 IP 어드레스는 상시 고정된

광역 어드레스로 네트워크(4)에 접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바이저 등이 점차 전환하는 IP 어드레스로 네트워크(4)에

접속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는 고정 어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IP 어드

레스를 상시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서버(2)의 트리거 발생부(22)에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정보 패널(1)은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레스를 서버(2)에 알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 정보를 송신하고 있다. 이것이 도 11에 나

타내는 정기 UDP(181, 183, 193)이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1)이 정기적으로 IP 어드레스 정보를 서버(2)에 송신함으로

써, 서버(2)는 확실히 정보 패널(1)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확실히 정보 패널(1)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정보 패

널(1)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정기 UDP(181)가 송신되고 나서 정기 UDP(183)가 송신될 때까지의 시간 간

격은 미리 설정되어 있고, 예컨대, 2분이다. 또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정보 패널(1)과 서버와의 세션이 자동적으로 개방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세션이 개방된 것을 검출하여 정기 UDP를 송신하여도 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학습하고, 학습한 시간에 따라 정기 UDP를 송신하는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도 된다. 구체적으로,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

(11)는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조금씩 길게 하고, 확인 UDP를 수신할

수 없으면,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한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이 학습되고, 학습된 시간에

따라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할 때

까지의 시간 간격이 설정된다. 따라서, 정보 패널(1)과 서버(2)와의 세션이 항상 확립되어 있는 상태로 할 수 있어, 세션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없앨 수 있으므로, 특히, 자동적으로 세션이 개방되는 경우에 유효하다.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제어 요구 신호(185)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

는 휴대 전화기(5)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요구 신호(185)를 수신한다. 이 때, 서버(2)와 정보 패널(1) 사이는 정보 패널(1)

로부터 발생한 정기 UDP(183)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되어 있어,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에

서의 IP 어드레스, 즉 정기 UDP(183)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요구 UDP(186)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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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예컨대, 정기 UDP(183)가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였다고 하면, TCP 프로토콜의 정기 신호의 통신이 완료

한 시점에서 서버(2)로부터 정보 패널(1)에 대하여 ACK 신호를 반송하는 등의 일련의 처리를 실행한 후, 서버(2)와 정보

패널(1)과의 세션은 개방된다. 그 때문에, 세션이 개방된 시점에서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를 알 수 없게 되

어,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제어 요구 신호(185)가 발생했을 때 즉시 요구 UDP(186)를 송신할 수 없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정기 UDP(183)는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이기 때문에, 통신이 완료한 시점에서 반드시 세

션이 개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어 요구 신호(185)가 발생했을 때, 서버(2)는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의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어,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요구 UDP(186)를 송신할 수 있다. 요구 UDP(186)를

수신한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요구 확인 TCP(187)를 서버(2)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

(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확인 TCP(187)를 수신하고, 요구 응답 TCP(188)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

(11)에 송신한다.

  여기서, 서버(2)는 제어 요구 신호(185)를 받아 요구 응답 TCP(188)를 즉시 송출하지 않고, 요구 UDP(186)를 송신하고,

요구 확인 TCP(187)을 수신한 후에 요구 응답 TCP(188)을 송출한다. 이것은 제어 요구 신호(185)가 발생한 단계에서의

서버(2) 중에 있는 정보 패널(1)의 정보, 즉, 정기 UDP(183)로 전달된 시점에서의 정보 패널(1)의 IP 어드레스 정보 이외

의 정보는 즉시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령 정기 UDP(183)가 전기 기기(3')나 정보 패널(1) 자체

의 상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제어 요구 신호(185)가 발생할 때까지의 동안에 전기 기기(3')의 온·오프 상태나 현재

급탕 중인지, 급탕을 종료한 등의 상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정확한 것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

서, 전기 기기(3')나 정보 패널(1) 자신을 제어하는 경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제어 요구 신호(185)가 발생한 시점에

서의 전기 기기(3')의 온·오프 상태나 온도 설정 상태나 타이머 설정 상태 등의 상태 정보를 정확히 인식한 뒤에 제어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망(4)의 트래픽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기 UDP의 정보를 극력 적게 하는 등의 고안을 한 경우, 정기

UDP(183)가 전달하는 정보는 적고, 제어 요구 신호(185)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정보를 알기 위해, 재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 때문에, 우선 요구 UDP(186)를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송출하고, 정보 패널(1)로부터 각종 정보를 탑재한 요구

확인 TCP(187)를 송출하며, 이것을 받아 요구 응답 TCP(188)를 서버(2)가 정보 패널(1)에 대하여 송출한다고 하는 순서

를 실행한다.

  요구 응답 TCP(188)를 수신한 정보 패널(1)은 전기 기기(3')에 대하여 제어 처리 신호(189)를 출력하고, 이에 따라 전기

기기(3')는 규정대로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또, 규정대로의 제어란, 예컨대, 전기 기기(3')가 갖는 디폴트 제어나 타이머 제

어 등의 각종 제어나, 타이머 설정 등의 각종 설정 등이다. 제어 처리 신호(189)에 의한 제어의 결과 등에 의해서 전기 기기

(3')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상태 변화 정보(190)가 전기 기기(3')로부터 정보 패널(1)에 출력되고, 그 결과가 결과

TCP(191)로서 서버(2)에 전달된다. 또한, 서버(2)로부터 휴대 전화기(5)에 대하여 상태 변화 정보인 결과 신호(192)가 전

달되고, 일련의 정보 전달을 완료한다. 또, 전기 기기(3')의 상태란, 전기적으로 검출 가능한 전기 기기(3')의 상태를 나타내

고 있다.

  여기서,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할 수 있는 전기 기기(3')가 가스 급탕기라고 한다. 휴대 전화기(5)에서 발생한 가스

급탕기에 대한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요구이었을 때,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제어 요구 신호(185)

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요구 신호(185)를 수신하고, 욕실로의 급탕 개시를 요구하는 요구 UDP(186)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UDP(186)를 수신하고, 요구 확인

TCP(187)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

된 요구 응답 TCP(187)를 수신하고, 요구 응답 TCP(188)를 송신한다. 정보 패널(!)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

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응답 TCP(188)를 수신하고, 가스 급탕기에 대해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처리 신호(189)

를 출력한다.

  상기 일련의 정보 전달에 의해, 가스 급탕기는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다. 또한, 가스 급탕기는, 예컨대,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가스 급탕기의 상태 변화에

관한 상태 변화 정보(190)를 정보 패널(1)에 출력한다. 정보 패널(1)에는, 가스 급탕기로부터의 상태 변화 정보(190)가 입

력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결과 TCP(191)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

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TCP(191)를 수신하고, 결과 신호(192)를 휴대 전화기(5)의 송수

신부(51)에 송신한다.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신호(192)를 수신

하고, 일련의 정보 전달 처리를 완료한다. 물론 전기 기기(3')는 가스 급탕기 이외의 기기이어도 되고, 통신망(4)은 인터넷

망 이외이어도 되며,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 이외이어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물론 일련의 정보 전

달을 완료한 후에도 정보 패널(1)은 정기 UDP를 정지 UDP(193)와 같이 계속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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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정기 UDP는 반드시 일정 간격으로 계속 송출되는 것은 아니며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송출되면 되는 것이

다. 또한,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호는 신호 전달 시에 ACK 신호를 반송하지 않기 때문에, TCP 프로토콜에 근거한 신

호에 비해서 신뢰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기 UDP(181, 183, 193)를 수신하면, 확인

UDP(182, 184, 194)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이와 같이, 정기 UDP(181, 183, 193)에 대해 확인

UDP(182, 184, 194)가 서버(2)로부터 정보 패널(1)에 대해서 송출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보 패널(1)은 표시부(13)나 조작부(14)를 구비하는 것에 의해, 정보 패널(1)에서 전기 기기(3')의 상태나, 서버

(2)와의 통신 상태의 확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송출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등의 매우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상기 휴대 전화기(5)가 표시부를 구비하는 경우, 휴대 전화기(5)가 구비하는 표시부는 송수신부(51)에 의해서 수

신한 결과 신호(171)에 포함되는 상태 변화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사용자는 옥외에 있어도 전기 기기(3)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전기 기기(3')는 정보 패널의 단자에 접속하고 있지만, 정보 패널(1)과 통신에 의해 제어를 행하여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전기 기기(3')를 제어하기 위한 정보 전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정보 패널(1) 자신의 제어

나, 일기 예보, 시각표, 현재 시각, 가스 사용량,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및 수도 요금 등의 생활 정

보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의 전기 기기(3')는 가스 계량기, 전력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 등의 각종 데이터이어도 된다. 전기 기기(3')가 가스 계량기,

전력 계량기 및 수도 계량기 등의 각종 계량기인 경우, 정보 전달 시스템은 계량기의 원격 차단과 원격 복귀(개방) 등의 제

어를 행하기 위한 정보 전달에 적용하여도 된다. 또한, 상태 변화 정보(190)와 결과 TCP(191)와 결과 신호(192)는 전기

기기(3')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가 변화했을 때에만 송출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간격마다, 그 시점에서의 전기 기기(3')

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를 전하기 위해 전달하여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실시예 2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2는 실시예 2의 변형예에 있

어서의 정보 전달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전기 기기가 온수 이용 장치

로서 적용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온수 이용 장치란, 가스나 전력이나 석유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

성하고, 생성한 온수를 욕실이나 부엌이나 세면소 등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며, 또, 생성한 온수를 이

용한 거실 난방이나 욕실 난방이나 욕실 건조나 팬히터나 에어컨의 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이다.

  도 12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80)은 정보 패널(1), 서버(2), 온수 이용 장치(3a') 및 휴대 전화기(5)를 구비하여 구

성된다. 또, 도 12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8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서버(2) 및 휴대 전화기(5)의 구성은 도 10

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70)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 서버(2) 및 휴대 전화기(5)의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한 부호를 부여하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10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70)과 다른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정보 패널(1)은 서버(2)와 정보망(4)(이하, 네트워크(4)라고 함)을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고, 예컨대 온수 이

용 장치(3a')를 제어하는 제어기이다. 정보 패널(1)은 송수신기(11), 표시부(13), 조작부(14) 및 제어부(15)를 구비하여 구

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를 제어하는 제어기이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리모콘, 퍼스널 컴퓨터 및 텔레비전 등이어도 된다. 또한,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만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전기 기기를 제어하여도 된다.

  서버(2)는 정보 패널(1)과 네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고, 또한, 휴대 전화기(5)와 휴대 전화망(6) 및 네

트워크(4)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어 있으며, 송수신부(21) 및 제어부(2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2)는 퍼스널 컴퓨터, 휴대 단말 및 휴대 전화기 등의 정보 기기이어도 된다.

  온수 이용 장치(3a')는 열원기(32), 욕실 리모콘(33), 거실 난방기(34) 및 욕실 건조기(35)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열원기

(32)는 가스, 전기 또는 석유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온수를 생성해서 공급하는 것이며, 소위 열탕기이다. 열원기(32)는

생성한 온수를 욕실, 부엌, 세면소 등에 대해서 공급하는 급탕 기능과, 생성한 온수를 거실 난방, 욕실 난방기, 욕실 건조기,

팬히터, 에어컨 등의 열원으로서 이용하는 난방 기능을 갖고 있다. 욕실 리모콘(33)은 급탕 등의 제어를 행하고, 주로 욕실

에 설치된다. 거실 난방기(34)는 열원기(232)에서 생성한 온수를 이용하여 거실을 따뜻하게 한다. 욕실 건조기(35)는 열원

기(32)에서 생성한 온수를 이용하여 욕실을 건조시킨다. 또, 거실 난방기(34) 및 욕실 건조기(35)는 욕실 난방기, 팬히터,

에어컨 등의 온수를 이용하는 기기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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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도 12에 나타내는 정보 전달 시스템(80)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11에 나타내는 정

보 전달 순서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정기적으로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IP 어드레스 정보(정기 UDP)를 서버(2)에 송신한

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되는 정기 UDP를 수신하고, UDP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확인 UDP)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

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되는 확인 UDP를 수신한다.

  여기서,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예컨대 정보 패널(1)과 통신 가능한 온수 이용 장치(3a')의 제어 요구 신호

(!85), 구체적으로 예컨대 열원기(32)에 접속된 거실 난방기(34)를 ON하는 제어 요구 신호(165)를 서버(2)의 송수신부

(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휴대 전화기(5)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요구 신호(185)를 수신한다. 이 때, 서

버(2)와 정보 패널(1) 사이는 정보 패널(1)로부터 발생된 정기 UDP(183)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되어 있고, 서버(2)의 송수

신부(21)는 즉시 정보 패널(1)의 그 시점에서의 IP 어드레스, 즉 정기UDP(183)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해서 요구

UDP(186)를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UDP(186)를 수신하고, 요구 확인

TCP(187)를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

되는 요구 확인 TCP(187)를 수신하고, 요구 확인 TCP(187)에 대한 요구 응답 TCP(188)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

에 송신한다. 요구 응답 TCP(188)를 수신한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에 대해서 제어 처리 신호(189)를 출력하

고, 이에 따라 온수 이용 장치(3a')는 규정대로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규정대로의 제어란, 예컨대, 온수 이용 장치(3a')가

갖는 디폴트 제어나 타이머 제어 등의 각종 제어나, 타이머 설정 등의 각종 설정 등이다. 즉,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

(51)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요구가 욕실로의 급탕 개시의 제어 요구이던 경우,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요구 응답

TCP(188)를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송신한다.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서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요구 응답 TCP(188)를 수신하고, 정보 패널(1)은 온수 이용 장치(3a')의 열원기(32)에 대해서 욕실로의 급탕 개시

의 제어 처리 신호(189)를 출력한다. 온수 이용 장치(3a')의 열원기(32)에는 정보 패널(1)에 의해서 송신된 제어 처리 신호

(189)가 입력된다.

  상기 일련의 정보 전달에 의해, 온수 이용 장치(3a')는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다. 또한, 온수 이용 장치(3a')의 열원기

(32)는, 예컨대, 욕실로의 급탕을 개시한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욕실로의 급탕량이 적량에 달하여 급탕을 종료하는 것

등의 온수 이용 장치(3a')의 상태 변화에 관한 상태 변화 정보(190)를 정보 패널(1)에 출력한다. 정보 패널(1)에는, 온수 이

용 장치(3a')로부터의 상태 변화 정보(190)가 입력되고,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는 결과 TCP(191)를 서버(2)의 송수

신부(21)에 송신한다.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정보 패널(1)의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TCP(191)를 수신하

고, 상태 변화 정보인 결과 신호(192)를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에 송신한다. 휴대 전화기(5)의 송수신부(51)는 서

버(2)의 송수신부(21)에 의해서 송신된 결과 신호(192)를 수신하고, 일련의 정보 전달 처리를 완료한다.

  또한, 상태 변화 정보(190)와 결과 TCP(191)와 결과 신호(192)는 온수 이용 장치(3a')나 정보 패널(!) 등의 상태가 변화

했을 때에만 송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마다, 그 시점에서의 온수 이용 장치(3a')나 정보 패널(1) 등의 상태를 전하기

위해 전달하여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전기 기기(3)를 온수 이용 장치(3a, 3a')에 적용한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전기 기기(3)를 개폐 센서나 인간 감지 센서나 화재 센서나 가스 누출 센서 등의 각종 센서로 경계

하고, 당해 센서가 센싱하는 것에 의해, 음향, 통보 또는 경비원의 호출 등에 의해 대처하는 안전 장치에 적용하여도 된다.

또한, 전기 기기(3)는 공기 조절 장치, 세탁기, 전자레인지나 밥솥이나 IH 조리기 등의 가열 조리기 및 냉장고나 냉동고나

냉동 냉장고 등의 냉동 냉장 장치이어도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기기의 원격 제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기기의 상

태나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수집하는 텔레미터 시스템에 본 기술을 이용하여도 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또는, 송수신부(11))는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

까지의 시간을 검출하고, 검출한 시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

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정보 패널(1) 또는 서버(2)에 통지하여도 된다. 구체적으로,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또

는, 송수신부(11))는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조금씩 길게 하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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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를 수신할 수 없으면, 정기 UDP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정기 UDP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이 시간

간격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정보 패널

(1) 또는 서버(2)에 통지한다.

  이 경우,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는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 통지되면, 정기 UDP를

송신하는 시간 간격이 예컨대 소정의 시간으로 되도록 설정한다. 또한, 서버(2)의 송수신부(21)는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 통지되면,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 예컨대 소정의 시간으로 되도록

설정한다. 또, 여기서의 소정의 시간이란, 예컨대 2분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소정 시간

보다 짧아지고 있는 것을 정보 패널(1)에서 판단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세션이 확립되어 있

는 시간을 서버(2)에 송신하고, 서버(2)에서 소정 시간과의 비교 판단하여도 된다.

  이와 같이, 정보 패널(1)의 제 1 송수신부(11)에 의해서,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이 검출되고,

검출된 시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 세션이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 정

보 패널(1) 또는 서버(2)에 통지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을 일정 시간에 흐르는 정보의 양을 적게 할 수 있어, 정보의 지연

이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수단은 CPU(또는 마이크로 컴퓨터), RAM, ROM, 기억·기록 장치, I/O 등을 구비한 전기·정보

기기, 컴퓨터, 서버 등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협동시키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실시하여도 된다. 프로그램의 형태이면, 자기

미디어나 광 미디어 등의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분배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의 배포·

갱신이나 그 인스톨 작업을 간단히 할 수 있다.

  (실시예의 정리)

  이상에 설명한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는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전달 시스템은, 전기 기기와 통신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

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정보 통신 장치가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

치는 상기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

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정기적으

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송신하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며, 상

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

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

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트리거 발생 수단에 통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그 이전에 전기 기기 통

신 장치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한 것에 의해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과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당해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

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발할 수 있어, 트리거 발생

수단에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 장치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

고 나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

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

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를 송신하며,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

서 송신되는 상기 요구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대하여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확인 정보를 송

신하며,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되는 요구 확인 정보

를 수신하고, 상기 요구 확인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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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성에 의하면, 트리거 발생 수단에 통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그 이전에 전기 기기 통

신 장치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한 것에 의해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

수신 수단과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당해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리

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를 발생할 수 있어, 트리거 발생 수단에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커넥션리스형 프로

토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또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는 트리거 발생 수단에 통신 요구가 발생한 것을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

신 내용 등의 상세 정보를 갖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어, 네트워크상의

통신 데이터량을 적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되는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요구 응답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

한 결과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요구 응답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

거한 결과 정보가 송신되기 때문에,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

하게 접속된 서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정보 통신 장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서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전달 시스템은 전기 기기와 통신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서버가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서버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고, 서버는 상기 전기 기기 통

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

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

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서버에 송신하고, 서버의 송수신 수단은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한다. 따라서, 서버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고 나서 전기 기기 통신 장

치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

하게 접속된 서버와, 상기 서버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정보 단말을 포함하며, 상기 정보 단말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상기 서버에 송신하는 송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서버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

고, 상기 정보 단말의 송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수신했을 때,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

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정보 통신 장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서버와, 서버와 네

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정보 단말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 전달 시스템은 전기 기기와 통신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서버와, 서버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

능하게 접속된 정보 단말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서버와 네트워크

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고, 서버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

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고, 정보 단말은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송신하는

송신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서

버에 송신하고, 서버의 송수신 수단은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

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며, 정보 단말의 송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수신했을 때, 커넥션리

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

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한다. 따라서, 정보 단말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고 나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

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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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서버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결과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결과 정보를

결과 신호로서 상기 정보 단말에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상태를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결과 정보에 의해서 서버에 전달할 수 있어, 부가하여 서버로부터 정보 단말에 대하여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상태

를 결과 신호로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으

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했을 때,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

보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기본 프로토콜로서 통신의 전달 확인을 하지 않는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전달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으

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를 수

신했을 때, 상기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상기 요구 정보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기본 프로토콜로서 통신의 전달 확인을 하지 않는 커

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의 전달 확인을 할 수 있

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에 내장되어 있고, 상기 전기 기기 통

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이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

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했을 때, 상기 전기 기기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커넥션형 프로토콜

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했을 때,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접

속한 전기 기기의 제어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에 내장되어 있고, 상기 전기 기기 통

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전기 기기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으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전기 기기의 변화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정보 통신 장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접속한 전기 기기의 변화 상태 데이터

를 수신할 수 있어, 제어됨에 따라 변화된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전기 기기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으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형 프

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했을 때, 상기 전기 기기의

송수신 수단에 대하여 제어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전기 기기의 송수신 수단은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했을 때, 전기 기기의 송수신 수단에

대하여 제어 신호를 송신함으로써,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접속한 전기 기기의 제어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전기 기기의 송수신 수단은 전기 기기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 정보를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송신하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변화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

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전기 기기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

신 수단으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전기 기기의 변화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

에 의하면, 정보 통신 장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접속한 전기 기기의 변화 상태 데이터를 수

신할 수 있어, 제어됨에 따라 변화된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전기 기기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어드레스에 대

하여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확

실히 정보 통신 장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5-0104365

- 25 -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에 따라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에 따라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

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 설정되기 때문에, 항상 세션

이 확립하고 있는 상태로 할 수 있어, 세션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없앨 수 있다. 특히, 자동적으로 세션이 개방되는 경우

에 유효하다.

  또한, 상기 정보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검출하고, 검출한 시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 세션이 확립하고 있는 시

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통지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이 검출되고, 검출된 시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 세션이 확립하고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정보 통신 장

치에 통지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을 일정 시간에 흐르는 정보의 양을 적게 할 수 있어, 정보의 지연이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은, 전기 기기와 통신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정보 통신 장치가 서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전달 방법으로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

치는 상기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

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이, 정기적으

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송신하는 송신 단계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이,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이,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단계와, 상기 정보 통신 장

치의 송수신 수단이, 상기 트리거 발생 단계에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

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트리거 발생 수단에 통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그 이전에 전기 기기 통

신 장치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한 것에 의해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과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당해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

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발할 수 있어, 트리거 발생

수단에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 장치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

고 나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

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을 구비하는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로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

단을 구비하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송신하고,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한 후,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

단에 의해서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송신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

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트리거 발생 수단에 통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그 이전에 전기 기기 통

신 장치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한 것에 의해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과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당해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

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발할 수 있어, 트리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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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 장치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

고 나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통신 장치는,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정보 통신 장치로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

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트리거 발생 수단에 통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그 이전에 전기 기기 통

신 장치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한 것에 의해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과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당해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

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발할 수 있어, 트리거 발생

수단에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 장치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

고 나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 제어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을 구비하는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전

기 기기 통신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

하는 송수신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기능시키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로

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송신하며,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한 후,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송

신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다.

  이 구성에 의하면, 트리거 발생 수단에 통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그 이전에 전기 기기 통

신 장치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한 것에 의해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과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당해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

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발할 수 있어, 트리거 발생

수단에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 장치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

고 나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제어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

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정보 통신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기능시키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

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

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

신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 의하면, 트리거 발생 수단에 통신 요구가 발생했을 때,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그 이전에 전기 기기 통

신 장치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한 것에 의해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과 세션이 접속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당해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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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기다리는 일없이, 즉시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발할 수 있어, 트리거 발생

수단에서의 통신 요구 발생으로부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송신까지의 시간 지연이 없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 장치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

고 나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상기한 설명은 모든 국면에서 예시로서, 본 발명이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시

되어 있지 않은 무수한 변형예가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나는 일없이 상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전달 시스템, 정보 전달 방법, 전기 기기 통신 장치, 정보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프로그램은 정보 통

신 장치에서 제어 요구가 발생하고 나서 전기 기기 통신 장치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에서

의 정보 제공이나 제어를 실현할 수 있고, 정보 공급자 등이 갖는 서버가 정보망을 경유하여 정보 패널에 대하여 정보를 전

달하거나, 혹은 서버가 정보망을 거쳐서 정보 패널 자체나 정보 패널에 접속한 전기 기기나 정보 패널과 통신할 수 있는 전

기 기기를 제어나 상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정보 전달 방법, 전기 기기 통신 장치, 정

보 통신 장치 및 통신 제어 프로그램 등으로서 유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 기기와 통신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정

보 통신 장치가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상기 전기 기

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connectionless)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송신하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

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해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

션(connection)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

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해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를 송신하며,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되는 상기 요구 정보를 수

신하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대하여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확인 정보를 송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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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되는 요구 확인 정보를 수

신하고, 상기 요구 확인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해서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되는 요구 응답 정보를 수

신하고, 상기 요구 응답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결과 정보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서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서버와, 상기 서버와 네트

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정보 단말을 포함하고,

  상기 정보 단말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상기 서버에 송신하는 송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서버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

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 단말의 송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수신했을 때, 상기 커

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결과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결과 정보를 결과 신호로서 상기 정보 단말에 송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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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

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했을 때,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

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으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

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정보를 수신했을 때, 상기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상

기 요구 정보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확인 정보를 송신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에 내장되어 있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이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

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했을 때, 상기 전기 기기를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에 내장되어 있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전기 기기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으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

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전기 기기의 변화 정보를 송

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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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으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했을 때, 상기 전기 기기의 송수신 수

단에 대하여 제어 신호를 송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전기 기기의 송수신 수단은 전기 기기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 정보를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송신하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변화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전기 기기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으로부터 송신되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리스형 프로토

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전기 기기의 변화 정보를 송

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어드레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

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세션(session)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에 따라서, 커

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하고 나서 다음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세션이 확립되고 나서 세션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검출하고, 검출한 시

간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소정의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 세션이 확립되고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상기 전기 기

기 통신 장치 또는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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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전기 기기와 통신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정

보 통신 장치가 서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전달 방법으로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는 상기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는,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상기 전기 기

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이,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송신하는 송신 단계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이,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

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이,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단계와,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이, 상기 트리거 발생 단계에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

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전달 방법.

청구항 17.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

단을 구비하는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로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송신하고,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한 후,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송신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

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

청구항 18.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정보 통신 장치로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

  을 구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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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

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

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통신 장치.

청구항 19.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

단을 구비하는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정보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기능시키고,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정기적으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상기 정보 통신 장치에

송신하고,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한 후,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상기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송신된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

답 정보 또는 커넥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수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기기 제어 프로그램.

청구항 20.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을 구비하는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통신 가능하게

접속되는 정보 통신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제어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과,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와의 통신을 요구하는 통신 요구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트리거 발생 수단

  으로서 컴퓨터를 기능시키고,

  상기 정보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은, 상기 전기 기기 통신 장치의 송수신 수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커넥션리

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트리거 발생 수단에 의해서 통신 요구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상기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정보의 발신원 어드레스에 대하여 커넥션리스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 또는 커넥

션형 프로토콜에 근거한 요구 응답 정보를 송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제어 프로그램.

도면

공개특허 10-2005-0104365

- 33 -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5-0104365

- 34 -



도면3

공개특허 10-2005-0104365

- 35 -



도면4

도면5

공개특허 10-2005-0104365

- 36 -



도면6

공개특허 10-2005-0104365

- 37 -



도면7

도면8

공개특허 10-2005-0104365

- 38 -



도면9

공개특허 10-2005-0104365

- 39 -



도면10

도면11

공개특허 10-2005-0104365

- 40 -



도면12

도면13

공개특허 10-2005-0104365

- 41 -



도면14

공개특허 10-2005-0104365

- 4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청구의 범위 4
도면 5
 도면1 34
 도면2 34
 도면3 35
 도면4 36
 도면5 36
 도면6 37
 도면7 38
 도면8 38
 도면9 39
 도면10 40
 도면11 40
 도면12 41
 도면13 41
 도면14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