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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원격 제어 송신기용 발신기 드라이버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제 2 도a 내지 2c 도는 제 1 도에 도시된 송신기의 동작을 설명하는 개략적인 챠트.

제 3  도는 제 1  도의 제1 및 제 4  반복 패턴 식별기에 각각 내장된 기준 빈 패턴 설정 회로의 변환 
코드를 보여주는 테이블.

제 4  도는 제 1  도의 제 2  및 제 3  반복 패턴 식별기에 각각 내장된 기준 빈 쌍 패턴 설정 회로의 
변환 코드를 보여주는 테이블.

제 5 도는 본 발명의 원격 제어 송신기용 발신기 드라이버의 실시예에 대한 회로 다이어그램.

제 6 도는 본 발명의 원격 제어 송신기용 발신기 드라이버의 변형에 대한 회로 다이어그램.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검출기                               13,21,33,37 : 레지스터

15 : 제 1 반복 패턴 판별기          23 : 제 2 반복 패턴 판별기

31 : 제 3 반복 패턴                     35 : 제 4 반복 패턴 판별기

38 : 발신기 드라이버                  39 : 송신기

50 : 제어기                                60 :  펄스 발생기

70 : 전기장치                             80 : 표시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원격-제어  전기  장치용 송신
기중  임의  한  송신기를  애뮬레이트(emulate)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용 발신
기 드라이버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용인  여러  형태의  전기  제품이  사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전기  제품은  전기  장치를  전기적으로  원격제어하는  전송기로서  원격  제어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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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  전기  장치마다  독특한  형태의  전송  시스템이  사용되기  때문에,  선정된  전기  장치용 전송기
는 다른 전기 장치에 사용될 수 없다.  전기 장치의 수가 증가되면,  그만큼 송신기의 여러 형태가 증
가된다.  많은  원격  제어  전기장치가  가정에  설치되면,  사용자는  각  전기  장치에  대한  송신기를 선택
할 때 종종 혼동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를  제안했다. 이러
한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는  가정에  사용된  모든  송신기로  부터의  여러  원격  제어 코드
를  수신하여  이들  코드를  디코드한다.  디코드된  원격  제어  코드는  메모리에  기억된다.  원격  제어 송
신기가  사용되는  곳에는  구입할  수  있는  한  형태의  전기장치가  선택되어  그  선택된  전기  장치에는 
초음파  또는  적외선이  조사되므로,  선택된  전기  장치의  원격  제어  코드에  대응하는  메모리에  기억된 
데이터에  따라  전기  장치가  제어된다.  그러한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는  일본국  특허 공
보 번호 제 60-254898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으로  제어되는  전기  장치는  여러  출력  신호  형식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송신
기의 동작 특성은 출력 신호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동작 조건하에 송신기를 구동
시키는  것은  어렵다.  다른  말로,  원격  제어  송신기에  사용된  송신기  드라이버는  일반적으로  원격 제
어  코드를  표시하는  전기  신호를  수신하는  출력  트랜지스터와  그것의  출력측에  연결된  발광 다이오
츠와  같은  송신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드라이버에  사용된  종래의  송신기는  최대  전류가 거
기에  공급되는  경우,  예로,   연속파  형식의  원격제어  코드  신호가  사용되는  경우을  기준하여 설계되
어 있다.  이  경우에,  다향한 출력파 형식이 사용될때,   송신기에 공급된 전류는 증가 또는 감소하므
로  송신기의  유효  출력이  변한다.  결과적으로,  원격  제어  트렌지스터의  제어  범위는  선택된  전기 장
치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자를  혼동시킨다.  전형적인  출력파  형식을  다음에  설명된다.  예로,  연속파 
형식에서,  펄스  버스트  주기  대  펄스  오프  주기의  비는  즉,  충격계수는  50%이다.  게이트된  캐리어 
형식에서,  충격  계수는  3내지  10%이고,  단일  펄스  형식에서  충격  계수는  0.5내지  1%이다.  그러므로, 
회로는  100mA의  전류가  연속파  형식에서  송신기에  공급되도록  설계될  때,  단지  20mA의  전류와  2mA의 
전류는  게이트된  캐리어  및  단일  펄스  형식에서  각기  송신기에  인가된다.  결과적으로  게이트된 캐리
어 및 단일 펄스 포맷에서 전송기 출력의 전송거리는 연속파 형식에서의 전송거리보다 짧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여러 전기 장치에 관계없이 원격 제어 범위를 실
제로 변화시키지 않는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전송기용 발신기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원격  제어  송신기로  구성된  발신기  드라이버내의  출력 트
랜지스터의  출력  부하는  선택된  출력파  형식에  따라서  변한다.  이러한  장치로,  송신기에  공급되는 
전류는  출력파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송신기출력의  송신  거리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며,  송신기  출력의  송신  거리  또한  일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선택된  전기  장치에 
따라 원격 제어 범위가 다르게 되는 종래의 송신기와는 달리 사용자가 혼동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양상에  따르면  학습  모드에서  다양한  전기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원격  제어 코
드를  수신하여,  원격  제어  모드에서  수신된  원격  제어  코드에  따라  전기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프
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용  발신기  드라이버는  원격  제어  코드를  표시하는  전기  펄스의 수신
에  따라  부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를  구동시키는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  트랜지스터의 
출력측과 주어진 기준 전위 사이에 배열된 저항 소자 및  제어 트랜지스터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제
어  트랜지스터  장치의  출력  전극은  출력  트랜지스터의  측면에  있는  저항  소자의  한  단부와  기준 전
위  사이에  배열되어  있고,  그것의  입력  전극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전기  장치를  제어하는데 필요
한 원격 제어 코드의 출력 신호 형식에 대응하는 제어신호를 수신한다.

제 1  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의 기본 구성을 도시한다. 먼
저, 원격 제어 송신기의 동작은 제 1  도를 참조로 설명된다. 제 1  도를 보면, 송신기는 학습 모드에
서  적외선  또는  초음파  원격  제어  코드를  전기  장치용  송신기(100)로부터  수신하는  검출기(11)를 포
함한다.  검출기(11)는  또한  파형  정형  기능을  갖고  있다.  전기  장치용  송신기(100)로부터  송신된 원
격  제어  코드는  제  2a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다양한  펄스  버스트  및  다양한  펄스  오프주기를  갖고 
있다.  검출기(11)로  부터의  출력은  게이트(12)를  통해  레지스터(13)에  인가된다.  레지스터(13)는 펄
스  발생기(60)으로부터  송신된  클럭중  한  클럭(즉,  클럭  CLI)에  응답하여  검출기(11)로부터  연속 출
력을 수신한다. 검출기(11)로 부터의 각 출력은 펄스 버스트 주기와 연속 펄스 오프주기로 
분류된다.  레지스터(13)로  부터의  병렬  출력은  래지(14)를  통하여  제  1  반복  패턴  판별기(15)에 공
급된다.  제  1  반복  패턴  판별기(15)는  어느  선정된  빈   패턴이  레지스터(13)로부터의  출력에  의해 
표시된  펄스  버스트  또는  펄스  오프  패턴에  대응하는지를  판별하여  제  1  데이타압축을  실행한다.  제 
1  반복  패턴  판별기(15)는  펄스  오프  주기를  측정하고  펄스  버스트  주기동안  펄스의  수를  측정한다. 
결과치의  계산과  오프  주기는  제  1  반복  패턴  판별기(15)에  내장된  회로(15R)를  세팅하는  기준  빈 
패턴에  기억된  현행  빈  패턴에  비교된다.  입력  데이터와  기억된  패턴  사이의  일치가  검출되면,  빈 
패턴에  대응하는  빈  코드는  제1반복  패턴  판별기(15)로부터  전송된다.  비교는  입력  원격  제어 코드
마다  실행될  수  있고,  한꺼번에  모든  입력  원격  제어  코드가  비교될  수  있다.  제1반복  패턴 판별기
(15)의  빈  코드는  레지스터(21)에  공급된다.  레지스터(21)는  펄스  발생기(60)로  부터의  클럭중  한 
클럭(즉,  클럭  CL2)에  응답하여  빈  코드를  수신한다.  병렬  신호는  레지스터(21)로부터  출력된다.  그 
병렬 신호는 래치(22)를 통하여 제2반복 판별기(23)에 인가된다.

제 2  반복 패턴 판별기(23)는  제 1  반복 패턴 판별기(15)와는 다르게 동작한다.  좀더 상세하게 제 2 
반복패턴  판별기(23)는  제1반복  패턴  식별기(15)에  의해  얻어진  빈  코드중  한쌍의  인접코드와  기준 
빈  쌍  패턴  설정 회로(23R)에  앞서  기억된 빈  쌍  코드  패턴을 비교한다.  그  비교는 빈  쌍 코드당으
로  실행될  수  있고,  이러한  식으로  제  2  데이타  압축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는  메모리(24)의  선정된 
영역에 기억된다.

상술된 학습 동작은 각 전기 장치용 송신기에 배열된 명령 또는 조작 키의 유니트로 반복되며 각 키
로부터 전송된 제어 데이타에 대응하는 압축된 데이타는 메모리(24)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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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작은  몇  개의  전기  장치에  대해  시행되고  그들을  원격  제어하는데  요구되는  데이터는 메모리
(24)에 기억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메모리(24)에  기억된  데이터는  정상  동작  모드  즉,  원격  제어  모드내의 회로구성
에 의해 판독된다.

원격  제어  모드에서,  오퍼레이타에  의해  원격  제어되는  전기  장치에  대응하는  제어  모드는  선택되어 
조작  카(도시되어  있지  않음)가  동작한다.  제어기(50)는  조작된  키로부터의  키  데이터에  응답하여 
메모리(24)에  억세스하고,  압축된  데이터는  지정된  어드레스에  있는  메모리  영역으로부터  판독된다. 
판독 데이터는 제 3 반복 패턴 판별기(31)에 인가된다.

제  3  반복  패턴  판별기(31)는  제  2  반복  패턴  판별기(23)의  동작과  반대로  동작한다.  즉  상기 판별
기(31)는  빈 쌍 코드를 빈 코드로 변환시킨다.  입력 빈쌍 코드는 기준 빈 쌍 패턴 설정 회로(31R)에 
앞서 기억된 기준 빈쌍 코드 패턴과 비교되어 대응하는 빈  코드로 변환된다.  변환된 빈  코도는 래치
(32)를  통하여  레지스터(33)에  인가되어  저장된다.  레지스터(33)의  내용은  제  4  반복  패턴 판별기
(35)에  보내진다.  제  4  반복  패턴  식별기(35)는  제  1  반복  패턴  판별기(15)와는  반대의  식으로,  빈 
코드를 펄스 버스트 및  펄스 오프 콤포넌트로 구성된 원격 제어 코드의 전기 신호로 변환시킨다. 좀
더 상세히, 입력 빈 코드는 제 4  반복 패턴 판별기(35)에 내장된 기준 빈 패턴 설정 회로(35R)에 미
리  저장된  기준  빈  코드  패턴과  비교되어  대응하는  원격  제어  코드로  변환된다.  원격  제어  코드는 
래치(36)를  통하여  레지스터(37)에  기억된다.  레지스터(37)는  펄스  발생기(60)로부터의  클럭 CL1 에 

응답하여  원격  제어  코드를  발신기(LED)  드라이버(38)에  연속인가시킨다.  자외선  또는  초음파  원격 
제어  코드  신호는  발신기(39)를  통하여  전기  장치(70)에  송신되어  전기  장치(70)가  제어된다.  LED 
드라이버(38)는  본  발명의  특징이다.  사용자가  제어되는  전기  장치를  선택할  때  선택된  장치에 적합
한  출력파  형식  또한  명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명기화된  출력파에  대응하는  부하는  제어기(50)에 
의해서 선택된다. 이것은 제 5 및 제 6 도를 참조로 후에 설명된다. 

제  1  도을  보면  참조번호(80)는  원격제어  송신기를  동작시키는  기능,  모드  및  명령을  표시하는 표시
관을  가리킨다.  참조  기호  SM은  학습모드를  설정하는  스위치를  나타낸다.  스위치  SM은  수동으로 동
작한다.  제어기(50)는  게이트(12),  래치(14,  22,  32  및  36),  및  메모리(24)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
여  펄스  발생기  (60)로부터  인가된  클럭  펄스에  응답하여  선정된  타이밍에서  여러  제어  신호를 발생
시킨다.   제어신호는  본  기술  분야에  숙련된  사람에게  공지된  기술에  의해  발생될수도  있으므로 상
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구성으로  본  발명의  주  특징인  제1  내지  4반복패턴  판별기(15,  23,  31  및  35)의  동작은  제  2 
내지 4도로 참조로 설명된다.  

학습 모드에서 제  2a  도내의 원격 제어 코드 신호는 전기 장치용 송신기(100)로부터 조작 키 신호로
서  인가된다.  버스트  주기의  펄스상에  기록된  문자는  펄스  버스트  주기를  구성하는  펄스의  수를 표
시한다.  그  신호하에  기록된  수치는  펄스  오프  주기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5  및  3  펄스를  각각 갖
고 있는 두  종류의 펄스 버스트 성분이 있으며,  또한  100ms  및  50ms인  두  종류의 펄스 오프 주기가 
있다.

원격  제어  신호는  검출기(11)  에  의해  파형  정형된다.  파형  정형된  신호는  레지스터(13)를  통하여 
제1반복  패턴  판별기(15)에  인가된다.  제1반복  패턴  판별기(15)는  입력  전기  신호를  기준  빈  패턴 
설정 회로(15R)에 기억된 기준 빈 패턴과 비교한다. 제 3  도에 도시된 변환 코드는 기준 빈 패턴 설
정 회로(15R)에  기억된다.  제 2a  도에서 전기 신호가 제 1  반복 패턴 판별기(15)에서 인가될 때, 그
것은  펄스  버스트  "5"를  빈  코드"A"로  변환시킨다.  펄스  버스트  "5"를  뒤따르는  펄스  오프  주기 
"100ms"는  빈  코드  "C"로  변환된다.  펄스오프  주기  "100ms"를  뒤따르는  펄스  버스트  "3"는  빈  코드 
"B"로  변환된다.  펄스 버스트 "3"을  뒤따르는 펄스 오프 주기 "50ms"는  빈  코드 "D"로  변환된다.  그 
전기  신호는  상술된  바와같은  식으로  빈  코드로  연속  변환된다.  빈  코드의  배열은  제  2b  도에  대응 
신호 성분 아래 도시되어 있다. 

빈  코드  배열은  레지스터(21)와  래치(22)을  통하여  제2반복  패턴  판별기(23)에  인가된다.  그  빈 코
드 배열은 기준 빈 쌍 패턴 설정 회로(23R)에  저장된 기준 빈 쌍 패턴과 비교된다.  제  4  도의 변환 
코드는  기준  빈  쌍  패턴  설정  회로(23R)에  기억된다.  제2반복  패턴  판별기(23)는  제  4  도에  도시된 
빈  쌍  코드와  두  개의  인접  코드로  각각  구성된  조합  사이의  동시성을  판별한다.  2인접  빈  코드의 
제1조합  "AB"는  빈  쌍  코드  "I"에  대응하며,  그것으로  변환된다.  2인접  빈  코드의  제2조합  "CD"는 
빈  쌍  코드  "II"에  대응하며  그것으로  변환된다.  2인접  빈  코드의  제  3  조합  "CD"는  빈  쌍코드 "I
I"에  대응하며  그것으로  변환된다.  2인접  빈  코드로  구성되는  각각의  연속  조합은  대응  기준  빈  쌍 
코드로 변환된다. 이와같이 하여 변환된 빈 쌍 코드의 배열은 제 2b  도의 대응 빈 코드 아래에 있는 
제 2c 도에 도시되어 있다. 빈 쌍 코드는 압축 데이터로서 메모리(24)에 기억된다.

제3반복  패턴  판별기(31)는  제2반복  패턴  판별기(23)와는  역으로  빈  쌍  코드를  인접  빈  코드의 조합
으로  변환시킨다.  메모리(24)에서  판독된  각각의  압축  데이터  즉,  각  빈쌍  코드는  제3반복  패턴 판
별기(31)에  내장된  기준  빈쌍  패턴  설정  회로(31R)에  기억된  변환  코드(제  4  도)에  '따라  2인접  빈 
코드의 대응 조합으로 변환된다.  예로,  빈  쌍  코드가 "III"라면,  2인접 빈  코드이 조합 "AC"는  변환 
출력으로서  얻어진다.  비슷하게  빈  쌍  코드가  "II"이면,  2인접  빈  코드의  조합  "CD"는  변환 출력으
로서 얻어진다.  빈 쌍 코드가 "I"이면 2  인접 빈 코드의 조합 "AB"  역시 변환 출력으로써 얻어진다. 
2인접  빈  코드로  구성되는  각각의  조합은  래치(32)를  통하여  래지스터(33)에  인가되어,  그곳에 기억
된다.

제4반복  패턴  판별기(35)는  제1반복  패턴  판별기(15)와는  반대로  2  인접  빈  코드의  각  조합을  원격 
제어  코드로  변환시킨다.  래지스터(33)로부터  판독된  빈  코드  조합의  배열은  제4반복  패턴 판별기
(35)에  내장된  기준  패턴  설정  회로(35R)에  기억된  변환  코드에  따라  원격  제어  코드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예로,  펄스  버스트  "5"를  구성하는  펄스  신호는  빈  코드  "A"에  대한  변환  출력으로써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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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비슷하게,  펄스오프  주기  "1000ms"은  빈  코드  "C"에  대한  변환  출력으로서  얻어진다.  펄스 
버스트 "3"을  구성하는 펄스 신호는 빈  코드 "B"에  대한 변환 출력으로서 얻어진다.  펄스 오프 주기 
"50ms"라는 빈 코드 "D"에 대한 변환 출력으로서 얻어진다.

원격 제어 코드의 배열은 래치(36)를 통하여 레지스터(37)에 보내진다.

본 발명의 주 특징인 LED  드라이버(38)의  상세한 구성 및 동작은 제 5  및  6  도를 참조로 상세히 설
명된다.

제  5  도는  제  1  도에  도시된 LED  드라이버(38)의  상세한 회로 다이어그램이다.  제  5  도를  보면, 기
준  부호 T1 은  NPN  출력  트랜지스터를  표시하며,  즉,  저항 R1 을  통하여  제  1  도에  도시된 레지스터

(37)로부터  원격제어  코드를  수신하는  베이스를  표시한다. 트랜지스터T1 의  콜렉터는  저항 (R2 )을 통

하여  발신기(39)를  구성하는  발광  다이오드(LED)의  한  단부에  연결되어  있다.  발광  다이오드 (LED)
이  다른  단부는  전원  +V에  연결되어  있다. 트랜지스터(T1 )의  에미터는 저항(R2 )을  통하여  기준 전위

에  연결되어  있다. T2 는  출력  부하를  변화시키는  제어  트랜지스터를  표시한다.  트랜지스터의 T2 의 콜

렉터는 트랜지스터 T1 의  에미터와 저항 R 1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그  에미터는 기준 전위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베이스는  저항  R4를  통하여  제어기(50)에  연결되어  있다.  제어기(50)는  저항 R4 와  제어 

터미널  A를  통하여  트랜지스터 T2 의  베이스에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전기  장치내에  사용되는  출력 

신호 형식에 대응하는 부하에 적합한 제어 신호를 공급한다.  이  경우에 원격 제어 송신기에 의해 제
어되는  전기  장치들의  출력  신호  형식이  연속파  방식,  게이티드  캐리어  방식  및  단일  펄스  방식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제어 트랜지스터 T2는 표 1에 도시된 제어 신호를 제어기(50)로부터 

수신한다.

[ 표 1]

단일  펄스  방식과  게이티드  캐리어  방식이란  상술한  튜티비가  약간  다를  뿐이므로,  출력  트랜지스터 
T1 의  부하는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다.  즉,  단일  펄스  방식과  게이티드  케리어  방식에서 제어기(5

0)는  트랜지스터 T2 가  턴온되도록  제어  신호를  트랜지스터 T2 의  베이스에  공급한다.  그러므로,  출력 

트랜지스터 T1 의  에미터는  저항 R3 를  통하는  것  없이  직접  기준  전위에  연결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발광  다이오드  LED에는  큰  전류가  흐른다.  대조적으로,  연속파  방식에서는  제어  트랜지스터 T2 의 베

이스에  제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 T1 의  에미터는  저항 R2 를  통하여  기준 전

위에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적은 전류가 발광 다이오드 LED에 인가된다.

이와같이  하여,  LED  드라이버의  부하가  변하며,  트랜지스터에  인가된  전류는  출력  신호  형식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된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송신  거리도  일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종래의 송
신기와 같이 선택되는 전기 장치에 따른 원격 제어 범위의 차에에 의해 혼동되지 않는다.

제  6  도는  제  5  도에  도시된  회로의  변형이다.  출력  트랜지스터의  부하는  단일  펄스,  게이티드, 캐
리어  및  연속파  방식중  어느것에  있어서도  원격  제어  코드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  6  도의  동일한 참조번호는 제  5  도에서와 같은 동일한 부분을 표시한다.  제  6  도를  보면, 
출력  트랜지스터 T1 의  에미터는  저항 R3 와 R5 를  통하여  기준  전위에  연결되어  있다.  제어  트랜지스터 

T3 의  콜렉터는 저항 R3 와 R 5  사이의 한 노드에 연결되어 있고,  그  에미터는 기준 전위에 연결되어 있

다.  제어  트랜지스터 T3 의  베이스는  저항 R6 와  제어  단자  B를  통하여  제어기(50)로부터  제어  신호를 

수신한다.  이러한  원격  제어  송신기에  의해  제어되는  전기  장치의  출력  신호  형식은  연속파, 게이티
드  캐리어  및  단일  펄스  방식을  포함한다고  하면,  제어  트랜지스터 T2 는  아래의  제2표와  같은 제어

신호를 제어기(50)로부터 수신한다.

[표 2]

단일  펄스  방식에서,  제어기(50)는  트랜지스터 T2 가  턴온되도록  제어  신호를  제어  트랜지스터 T2 의 

베이스에  인가시킨다.  그러므로  출력  트랜지스터 T2 의  에미터는  저항  R2를  통하지  않고  점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발광  다이오드 LED에  큰  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경우에  제어  트랜지스터 T3

에는  제어  신호가  인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T3 는  오프  상태가  된다.  대조적으로  게이티드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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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제어  트랜지스터 T2 의  베이스에는  제어  신호가  인가되지  않으므로  제어  트랜지스터 T2 의 베

이스에는  제어  전류가  인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 T1 의  에미터는  저항 R3 를  통하여 접지

에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중간 전류는 발광 다이오드 LED에  인가된다.  연속파 방식에서 제저 트랜
지스터 T2 의  베이스에는  제어  전류가  인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 T1 의  에미터는  저항 R 3 

및 R4를 통하여 접지에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작은 전류가 발광 다이오드 LED에 인가된다.

이러한  식으로,  LED  드라이버의  부하가  변할  때,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전류는  출력  신호  형식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된다.  또한,  트랜지스터  출력의  전송  거리는  일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종래의  트랜지스터와  같이  선택된  전기  장치의  차이에  따라  원격  제어  범위가  다르므로서  사용자가 
혼동되는  일이  없어진다.  상기  설명에서  사용된  원격  제어  코드의  형식은  일례로서  다른  여러  코드 
형식도 사용될 수 있다.

NPN  트랜지스터가 제  5  및  6  도의 실시예에 사용되었지만 다른 형의 트랜지스터 예로 FET5가  사용될 
수도 있다.

제 5 및 6도의 실시예에서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전위는 도시된 형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실시예에서,  그  동작은  하드웨어에로  설명되었지만  상술된  것과  동일한  동작은  컴퓨터와 소프
트웨어의 조합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 1 및 제 4 반복 패턴 판별기(15  및 35)에 내
장된 기준 빈  패턴  설정 회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회로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제  2 
및 제 3 패턴 판별기(23  및 31)에 내장된 기준 빈 쌍 패턴 설정 회로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
일 회로로 구성될 수 있다.

상술된  본  발명의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트랜지스터에  따르면,  트랜지스터  드라이버의  부하는 
출력  신호  형식에  일치하여  변화하므로,  트랜지스터에  인가된  전류는  출력  신호  형식에  관계없이 일
정하게  될  수  있으며  트랜지스터  출력의  송신  거리도  일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종래의 트
랜지스터와 같이 선택하는 전기 장치에 따른 원격 제어 범위의 차이에 의해 혼동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학습 모드에서 여러 종류의 전기 장치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 원격 제어 코드를 수신하고,  원격 제어 
모드에서  수신된  원격  제어  모드에  따라  전기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
신기용  발신기  드라이버에  있어서,  원격  제어  코드를  나타내는  전기적  펄스의  수신에  따라  부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송신기(39)를  구동시키는  출력 트랜지스터(T1 )를  포함하며,  또한  상기  출력 트랜

지스터의  출력측과  주어진  기준  전위  사이에  배열된  저항 소자(R3 )  및,  상기  출력  트랜지스터의 측

에 있는 상기 저항 소자(R3 )의  한  단부와 상기 기준 전위 사이에 출력 전극이 배치된 제어 트랜지스

터 소자(T2 )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 소자(T2 )의  입력  전극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전

기  장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원격  제어  코드의  출력  신호  형식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용 발신기 드라이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  소자는  다수의  직렬  연결된  저항 (R3 , R5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 소자는 다수의 제어 트랜지스터 (T3 , T5 )를  포함하고 상기 트랜지스터의 각  출력 전

극은 상기 출력 트랜지스터의 측에 있는 상기 저항의 각각의 한 단부와 상기 기준 전위 사이에 배치
되어 있으며,  차이 제어 신호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전기 방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원격 제어 코
드의  출력신호  형식에  대응하여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  소자중  상기  제어  트랜지스터의  입력  전극에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용 발신기 드라이버.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기  송신기(39)가  발광  다이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원격 제어 송신기용 발신기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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