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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및 그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용 셋톱박스에 관한 것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셋톱

박스와 WLAN을 통해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여, 셋톱박스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된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의 제어신호를 WLAN을 통해 셋톱박스에 전송하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를 제공하여, 홈네트워크 시스템

이 설치된 댁내에서 산재해 있는 여러 기기들의 리모트 컨트롤러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자가 댁내 어디에 위치하든

지 상관없이 직관적이고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원하는 기기를 손쉽게 제어하고 제어 요청에 따른 제어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통하여 댁내 여러 기기들의 상태를 한눈

에 알아보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이동성, 편이성, 기능성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홈네트워크, 셋톱박스, 리모콘, 리모트컨트롤러, WLAN, IR, 적외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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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인터페이스별로 을 배열한 구성 블록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셋톱박스의 상세 구성 일실시예도.

도 4는 도 2에 도시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의 일실시예에 따른 구성 블록도.

도 5는 도 2에 도시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구성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예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의 다른 예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셋톱박스 110 : WLAN 인터페이스부

120 : HPNA 인터페이스부 130 : PLC 콘트롤러

140 : IEEE 1394 인터페이스부 150 : 제어부

160 : 메모리 200 :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210 : WLAN 인터페이스부 220 : 명령 입력부

230 : 제어부 240 : 메모리

250 : 표시부 260 : IR 인터페이스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및 그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용 셋톱박스에 관한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정으로 확산되고 데이터 전송속도가 보다 빠르게 발전되어감에 따라, 고화질의 DTV(Digit

al TV) 방송과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비롯하여 가정내의 가전기기의 원격조정과 초고속 인터넷을 하나

의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높다.

이러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각각의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원격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이하 리모트 컨트롤러(remote controller)라 칭함)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리모트 컨트롤러는 원격지에 위치하면서 피제어 대상과 무선 통 신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38㎑

대역의 IR(Infrared: 적외선)을 이용한 단방향 통신이다. 즉, 리모트 컨트롤러는 숫자키 버튼과 각 기능별 버튼을 포함

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 이 버튼이 눌려질 경우, 원격지에 위치한 피제어대상의 각종 기능(예로, TV일 경우 채널,

볼륨, 밝기 조절, MUTE, 채널 기억, ...)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러는 AAA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하며 5㎒의 동작 범위와 ±30°의 동작각도를 가지며 동작한

다.

상술한 바와 같이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위치한 각종 피제어 대상을 제어할 경우, 송/수신되는 데이

터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피제어 대상 제품마다 주파수를 상이하게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피제어 

대상 제품의 주파수에 대응하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각각 구비해야 하므로 한 가정에 다수개의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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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주 복잡하게 섞어가며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리모트 컨트롤러와 피제어대상간의 개별 암호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선정된 암호가 변경되거나 삭제

되면 리모트 컨트롤러와 피제어 대상간의 데이터 전송을 할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는 대부분이 사용자가 기기의 단순 제어를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며, 각각의 가전기기 마다 해당하는 리모트 컨트롤러가 필요하여 댁내에 여러 개의 리모트 컨트롤

러가 존재해야 함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다양한 서비스가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또한, 셋톱박스(Set-Top-Box)에 관련된 리모트 컨트롤러도 등장했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셋톱박스의 

단순 제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기기들에 대한 제어를 위해서는 특정 위치에

서의 특정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야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가 어렵게 제어한 해당 기기들의 동작 결과에 대한 파악이 불가하여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과 기능성이 사용자에게는 실제로 다가오기 어렵다.

아울러,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기기들에 대한 제어를 위해서는 특정 위치에서의 특정 화면을 보며

리모트 컨트롤러외의 마우스나 키보드 등과 같은 별도의 외부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이동성, 편이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어수신신호 수신 및 응답 기능을 추가한 양방향 리모트 컨트롤러에 대한 연구가 진

행 중이지만, 대부분이 개별적인 기기들에 대한 부분적인 양방향 제어만이 가능한 상태이며,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댁내 다른 가전의 제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송신한 원격제어 명령을 해독 하여 해당 기기로 명령을 내

릴 수 있는 마스터 기기 앞에서만 가능하므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점이 저감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서 WLAN을 이용하여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리모트 컨트롤러로 다수개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및 그 통

합 리모트 컨트롤러용 셋톱박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홈네트워크용 셋톱박스에 있어서,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기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되어 각 기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각 기기를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와 WLAN을 통해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WLAN 인터페이스부와, 

WLAN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로부터 임의의 기기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

부를 통해 해당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통합 리모트 콘트롤러용 셋톱박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홈네트워크용 리모트 컨트롤러에 있어서,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기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된 셋톱박스와 WLAN을 통해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WLAN 인터페이스부와, 기기중

에서 임의의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명령 입력부와, 명령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상응하여

셋톱박스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된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의 제어신호를 WLAN 인터페이스부를 통

해 셋톱박스에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홈네트워크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각 방에 설치되는 기기들(311 - 348)과, 각 기기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되는 셋톱박스(100)와, 셋톱박스(100)와 WLAN에 의해 통신을 수행하여 각 기기들을 원격에서 제어하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로 구성된다.

도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방에는 홈네트워크를 이루는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룸1에는 창문1(311) , 서브 

셋톱박스1(312), VTR1(313), DTV1(314), 전등1(315), 전화기1(316), 무선 PC1(317)이 설치되어 있다. 룸2에는 전



공개특허 10-2004-0067511

- 4 -

화기2(TEL2)(321), 서브 셋톱박스2(322), DTV2(323), 등2(324), 무선 PC2(325), 창문2(326)들이 설치되어 있다.

룸3에는 창문3(331), 전등3(332), 오디오3(333), 무선 PC3(334)이 설치되어 있다. 거실(Living Room4)에는 VTR4(

341), DTV4(342), 오디오4(343), 전등4(344), 도어폰(345), 가스밸브(346), 창문4(347)가 설치된다. 도면에서는 편

의상 전화기를 TEL로 나타내고, 셋톱박스를 STB로 나타내었다.

셋톱박스(100)는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기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되어 각 기기와 통신을 수행

하고, WLAN을 통해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로부터 임의의 기기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해당 기기를 제어한다.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셋톱박스(100)와 WLAN을 통해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여, 셋톱박스(100)에 유무선

을 통해 연결된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의 제어신호를 WLAN에 의해 셋톱박스(100)에 전송한다. 이

에 따라,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어떤 방에 위치하든지 각 방에 있는 기기에 기기제어 명령을 하달하여 각 기기

들을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셋톱박스(100)와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WLAN을 통해 서로 통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통합 리모트 컨트롤

러(200)는 셋톱박스(200)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특정기기를 선택하여, 셋톱박스(200)에

그 제어명령을 하달하면, 셋톱박스(200)는 해당 기기를 제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와 셋톱박스(100)간의 통신이 유지된 상태에서 통합 리모트 컨트롤

러(200)만 소지하고 있으면 이동성을 보장받으면서 실내의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다른 방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인터페이스별로 배열한 구성 블록도로서, 셋톱박스의 개략

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셋톱박스(100)는 크게 WLAN 인터페이스 부(110)와, HPNA 인터페이스부(120)와, PLC 콘트롤러(

130)와, IEEE 1394 인터페이스부(140)와, 전체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150)와, 메모리(160)를 포함하여 구성

될 수 있다.

WLAN 인터페이스부(110)는 WLAN 인터페이스 모듈을 구비하는 디바이스들(314, 313...)과 WLAN으로 연결되며, 

아울러,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와 WLAN으로 연결되어 무선 통신을 수행한다.

HPNA 인터페이스부(120)는 HPNA 인터페이스 모듈을 구비하는 디바이스들(316, 321...)과 가입자 댁내의 전화선(

1)을 통해 연결된다.

PLC 콘트롤러(130)는 PLC 콘트롤러를 구비하는 가전 기기들(315, 311...)과 가입자 댁내의 전력선(2)을 통해 연결

된다.

여기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 전력선 통신)란 가정이나 사무실에 포설되어 있는 전력선을 통해 통신신

호를 100KHz - 30MHz의 고주파 신호로 바꿔 실어 보내고 이를 고주파 필터를 이용해서 분리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60Hz의 교류신호로서 가전제품은 이를 전력변환기를 통해 직류로 바꿔 사

용하며 전력선 통신에서의 고주파 신호는 저출력의 신호이므로 일반 가전기기 작동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다.

장점으로는 별도의 통신 선로가 불필요하며, 콘센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제

한된 전송전력과 높은 부하간섭과 잡음이 존재하며 가변하는 신호간섭 및 임피던스 특성이 있으며 주파수의 선택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PLC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외부에서 이동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가

전기기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며, 조명제어, 침입탐지와 같은 방범, 가스 밸브 원격차단과 같은 방재, 냉난방 기기의 제

어와 같은 홈 오토메이션, 자동 원격 검침, 원격 모니터링에 적합하다. 이를 이용해서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기구

나 방범을 위한 카메라 등을 제어할 수 있다.

IEEE 1394 인터페이스부(140)는 IEEE 1394 케이블을 통해 IEEE 1394 인터페이스 모듈을 구비하는 기기(314, 31

3...)와 연결된다.

IEEE1394란 미국 전기 전자 학회(IEEE)가 표준화한 새로운 고속의 직렬 인터페이스의 규격이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A/V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전송 방법으로 등시(Isochronous)전송과 비동기(Asynchronous)전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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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규격이다.

각 방에 있는 서브 셋톱박스 또는 A/V 기기들은 무선 혹은 유선 IEEE1394 로 연결된다. 이 IEEE1394를 이용해서 

연결된 각종 AV 기기의 제어가 가능하다. AV 제어 메세지는 규정된 비동기 전송으로 이루어지며 방송 및 오디오 스

트림은 규정된 등시 전송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제어부(150)는 셋톱박스(100)에 유무선으로 연결되는 댁내 기기들과 셋톱박스(100)의 전체적인 통신을 제어한다. 

즉, 최초 셋톱박스(100)에 댁내 기기들이 연결되면 해당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댁내 기기로부터 검출하여 메모리(16

0)에 저장하고 해당 기기에 별도의 ID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또한, WLAN 인터페이스부(110)를 통해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로부터 임의의 기기 제어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기기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160)에서 찾아 해당 기기에 연결되는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해당 기기를 제어한

다.

메모리(160)는 제어부(150)에서 구동하는 프로그램 및 각종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 데이터에는 셋톱박스에 연결된 

각 댁내의 기기들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기의 ID, 제품번호, 제조회사, 시리얼넘버, IR 프로토

콜 정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도면에서는 편의상 WLAN 인터페이스부(110)는 'WLAN'으로, HPNA 인터페이스 부(120)는 'HPNA'로, PLC 콘트롤

러(140)는 'PLC'로, IEEE 1394 인터페이스 부(140)는 'IEEE 1394'로 표기하였다.

물론,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한 셋톱박스의 구성으로는 도2에 도시된 

모듈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모듈이 구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을 통해 수신되는 VDSL 

프레임을 복조하고 ATM 셀로 변환하며 VDSL로 송신할 ATM셀을 VDSL 프레임으로 변조하여 VDSL로 송신하는 V

DSL 인터페이스부(171)와, VDSL 인터페이스부(171)를 통해 수신되는 MPEG TS 관련 ATM셀을 MPEG(Moving Pi

cture Experts Group) TS(Transport Stream)로 변환하는 MPEG-TS부(172)와, MPEG-TS부(172)로부터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MPEG-2 디코더(173)와, DTV와 연결되며 MPEG-2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

된 오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를 DTV 신호로 인코딩하여 DTV로 전송하는 DTV 인코더(174)와, PC와 이더넷

으로 연결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부(175)와, 시리얼 인터페이스부(176)와, 표시부(177)들이 구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셋톱박스를 통해 댁내에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오디오 데이터 또는 비디

오 데이터를 재생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사항들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셋톱박스를 통해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로 원격에서 댁내의 기기들을 제어하는 것에 한정하여 설명하도록 한

다.

아울러, 본 명세서에서는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즉, 상술한 HPNA 인터페이스부(12

0)와, PLC 콘트롤러(130)와, IEEE 1394 인터페이스부(140)가 모두 댁내의 기기들과 유무선 형태로 연결되어 통신

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이라는 점에서 통칭하여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부'라는 용어를 사용하

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부'에는 셋톱박스와 댁내의 기기사이에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WLA

N도 사용될 수 있음에 따라, 댁내의 기기와 WLAN 통신을 수행하는 협의적인 의미의 WLAN 인터페이스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WLAN 인터페이스부(110)는 기기간의 무선통신과 아울러 셋톱박스(100)와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간의 무선 통신을 수행함에 따라 별도로 WLAN 인터페이스 모듈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부'에는 WLAN망, IEEE 1394, HPNA, PLC 중 적어도 하나가 이용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는 셋톱박스(100)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 1에 보면 여러개의 셋톱박스가 도시되어 있다

. 다만, 편의상 셋톱박스(100)라고 통칭되는 것은 거실(Living Room4)에 있는 마스터 셋톱박스(100)를 의미하는 것

이며, 룸1, 룸2, 룸3에 있는 셋톱박스는 '서브 셋톱박스'로 지칭하도록 한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리모트 컨트롤러의 한 구성예를 보여준다.

도 4를 참조하면, 리모트 컨트롤러의 한가지 구성예는 홈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기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된 셋톱박스와 WLAN을 통해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WLAN 인터페이스부(210)와, 댁내의 기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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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명령 입력부(220)와,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상

응하여 셋톱박스(100)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된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의 제어신호를 WLAN 인터

페이스부(210)를 통해 셋톱박스(100)에 전송하는 제어부(230)와, 각 기기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메

모리(240)와, 기기의 제어를 위한 화면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2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에서, 제어부(230)는 GUI를 사용하여 표시부(250)에 기기의 제어를 위한 화면 정보를 제공하고, 명령 입력부(22

0)를 통해 입력된 명령의 수행과정을 표시해준다.

WLAN 인터페이스부(210)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가 셋톱박스(100)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며, 셋

톱박스(100)의 WLAN 인터페이스부(110)와 연동된다.

명령 입력부(220)는 댁내의 기기중에서 임의의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모듈이다. 명령을 입력받

기 위한 대표적인 구현예로는 키패드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액정을 이용한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다.

키패드의 경우에는 종래의 리모트 컨트롤러에 보면 다양한 키버튼이 있어서, 특정 키버튼을 누르거나, 몇 개의 키버

튼을 조합하여 다양한 제어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요즘의 경우 액정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액정과 터치스크린을 채용하여 기기의 모양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화면

정보로 표시해주고, 해당 아이콘이 클릭되면 그에 따라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도 있다.

제어부(230)는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임의의 명령이 입력되는 경우, 해당 명령을 해석한 후 그 명령에 상응하여 

셋톱박스(100)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된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의 제어신호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기기 제어 신호를 WLAN 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 셋톱박스(100)에 전송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명령 입력부(220)의 키패드들을 조합하여 임의의 특정한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명령을 선

택하는 경우, 제어부(230)에서는 그 명령에 대한 신호를 생성하여 WLAN 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하여 셋톱박스(100

)에 전달한다.

메모리(240)는 사용자가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한 키패드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아울러, 통합 림모트 컨트롤러(200)가 제어가능한 기기들에 대한 정보도 저장한다. 아

울러, 표시부(250)에 표시될 각종 기기 제어 정보들도 저장된다.

표시부(250)는 액정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기정보들과 기기제어를 위한 메뉴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즉, 무선 

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 셋톱박스(100)로부터 셋톱박스(100)에 연결된 각종 기기들에 대하여 수신한 정보를 표시

함과 아울러, 메모리(240)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표시하여 준다.

이때, 표시부(250)에 각종 기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기기들을 알아보기 쉽고, 특정 기기에 대한 제어가 용이

하도록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텍스트보다는 그래픽이 알아보기 용이하므로 GUI(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사

용하여 각 기기들을 기기들이 위치하는 방의 배치에 따라 트리형 구조들을 사용할 있다.

아울러, 트리형 구조로 배치되는 기기들을 표시부(250)에 표시할 때 명령 아이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손쉽

게 기기들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표시부(250)는 댁내의 다양한 기기들을 화면정보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잇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표시

부(250)를 구비하지 않고서라도 명령 입력부(220)만을 통해서도 각 기기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기기의 제어를 선택하

게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명령 입력부(220)로 사용되는 키패드를 구성하는 키버튼의 개수가 증가되어

야 함에 따라 기기가 많은 경우에는 표시부(250)가 없이 구현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또한, 댁내 기기가 추가됨에 따라 메뉴정보를 변경해야 할 상황도 있음에 따라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부(250

)를 구비하여 표시부(250)에 각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를 표시하는 것이 사용자의 편이상 더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와 셋톱박스를 사용하여 댁내의 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댁내 모든 기기들은 셋톱박스(100)와 IEEE 1394, HPNA, PLC, WLAN등으로 상호 연결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셋톱박스(100)에 의해 관리된다. 셋톱박스(100)는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기기들에 대하여 위치별/기기

별 종속(Slave) ID를 부여하여 새로운 기기들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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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임의의 기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해당 기기들에 대해서 셋톱박스(100)가 자동

적으로 이를 감지하여 등록 및 등록 삭제 대기 상태로 전환되고 사용자가 셋톱박스(100)에서 이를 직접 등록, 삭제하

고 관리할 수 있다.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이러한 각종 기기에 대한 정보를 WLAN 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 셋톱박스(100)로

부터 전송받아 메모리(240)에 저장한다. 제어부(230)에서는 메모리(240)에 저장된 기기정보를 읽어들여 표시부(250

)에 표시하여 준다. 이때, 사용자가 각 기기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기가 위치한 방으로 구별하여 룸1, 

룸2, 룸3, 룸4로 크게 구분하여 표시된다. 그리고 룸1의 아래 디렉토리에는 룸 1에 위치한 기기들의 명칭이나 아이콘

이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룸2, 룸3, 룸4에 대하여 각 기기의 명칭이나 아이콘이 표시된다.

만일 사용자가 표시부(250)에 표시된 기기중에서 특정한 기기를 명령 입력부(220)의 버튼을 통해서 선택하면, 제어

부(230)는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되는 명령을 해석하여 해당 기기가 선택되었음을 표시부(250)에 표시하여 

줌과 아울러, 해당 기기에 대한 제어 신호를 WLAN 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하여 셋톱박스(100)에 전송한다.

이때,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서 전송하는 제어신호는 WLAN 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 셋톱박스(100)의 WL

AN 인터페이스부(110)에 전달되는 것임에 따라,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가 룸1, 룸2, 룸3, 룸4의 위치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와 셋톱박스(100)는 임의의 기기에 대한 제어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모트 컨트롤러(200)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룸4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룸 1에 있는 전등의 동작

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로부터 임의의 기기에 대한 제어신호가 WLAN 인터페이스부(110)를 통해 수신되면 셋톱

박스(100)의 제어부(150)는 해당 제어신호를 해석하여 해당 기기가 속한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해당 기

기를 제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룸1에 있는 전등을 켜는 제어신호라면 PLC 컨트롤러(130)를 통해 룸1에 있는 전등이

켜지게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에서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의 제어부(230)에서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따라 해당 

제어신호를 셋톱박스(100)에 일방적으로 전송하고, 셋톱박스(100)의 제어부(150)에서 이를 수신하여 해당 기기를 제

어하는 일방향적인 제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의 제어부(230)에서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따라 해당 제어신호를

셋톱박스(100)에 일방적으로 전송하고, 셋톱박스(100)의 제어부(150)에서 이를 수신하여 해당 기기에 해당 제어명

령을 전달한 다음에, 해당 기기로부터 해당 기기의 현재 제어 결과 정보를 수신하여 그 기기의 제어 결과신호를 다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 전송하여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서 자신이 내린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여

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양방향 제어를 수행할 수 도 있다.

즉, 사용자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기기를 제어하고자 할 때는 WLAN 통신을 이용하여 사용된다. 사용자

가 이러한 기기를 리모트 컨트롤러로 제어하고자 한다면, 리모트 컨트롤러로 해당 기기를 선택하고 기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면, 이 기기 제어 신호는 WLAN을 통하여 셋톱박스로 전송되고, 셋톱박스는 해당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IEE

E 1394, HPNA, PLC, WLAN등을 통하여 제어신호를 해당 기기에 전달한다.

제어신호를 받은 기기는 동작을 수행하고 동작 결과를 셋톱박스로 전송하게 되고, 이를 받은 셋톱박스는 제어 결과 

신호를 WLAN을 통하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로 전송한다. 리모트 컨트롤러는 셋톱박스의 제어 결

과 신호를 받아 사용자에게 표시해주고 대기 모드로 전환된다. 만약, 셋톱박스부터의 정보가 사용자가 발생한 제어 

신호와 상이하다면 경보를 발생하며 동작 모드를 유지한다.

한편, 도 5는 도 1에 도시된 리모트 컨트롤러의 다른 구성예를 보여준다.

도 5를 참조하면,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기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된 셋톱박스와 WLAN을 통

해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WLAN 인터페이스부(210)와, 댁내의 기기중에서 임의의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명령 입력부(220)와,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상응하여 셋톱박스(100)에 유무선을 통

해 연결된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의 제어신호를 WLAN 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 셋톱박스(100)

에 전송하는 제어부(230)와, 제어부(230)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240)와, 기기의 제어

를 위한 화면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250)와, 기기중에서 한정된 공간내의 근 거리에 있는 기기와 IR 통신을 수행하

는 IR 인터페이스부(2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제어부(230)는,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상응하는 기기 제어신호를 IR 인터페이스부(260)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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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기에 송출하여 근거리에 있는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의 동작은 기본적으로 도 4에 도시되고 설명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

00)의 동작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한 기능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도 4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하여 설명

하도록 한다.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를 제어하여 댁내의 기기들을 제어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셋톱박스(100)와 WLAN 통

신을 수행하여 특정 기기를 제어할 수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럴때의 장점으로는 이동성을 보장받으면서

다른 방에 있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한편, 다른 방에 있는 기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표시부(250)에서 해당 기기를 일일이 찾아서 해당 기기에 상응하

는 명칭 또는 아이콘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을 위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가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가 같은 방에 있어서 IR을 통해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리에 있다면 번거롭게 표시부(250)에서 해당 기기를 찾아서 선택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명령 입력부(220)의 키버튼중에 IR 모드와 WLAN 모드를 선택하는 키버튼 을 구비하여 평소에는 WLAN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다가 사용자에 의해 IR 모드가 선택되면,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IR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일단 IR 모드로 동작하게 되면,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서 임의의 명령이 입력되면 제어부(230)에서는 그 명령을 해

석하여 해당 기기의 제어신호를 IR 인터페이스부(260)를 통하여 해당 기기에 송출하게 된다. 물론 해당 기기에는 IR 

수신 모듈이 구비되어 있어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로부터 송출된 기기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해당 동작을 수행

하게 된다.

이때, 하나의 방에는 여러 가지 기기가 존재하게 됨에 따라,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서 송출한 IR 신호가 여러 

가지 기기에 동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각 기기의 IR 통신 모듈에 대한 정보가 미리 통합 리모트 컨

트롤러(200)의 메모리(240)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메모리(240)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은 처음부터 메모리(240

)에 댁내에 있는 모든 기기의 IR 통신 모듈에 대한 사양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수 도 있고, 명령 입력부(220)에 의해 일

단 IR 모드로 선택되고, 제어할 특정 기기가 선택되면 제어부(230)에서 WLAN 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 셋톱박스(

100)에 해당 기기의 IR 모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 셋톱박스(100)는 댁내의 모든 기기에 대

한 IR 모듈에 대한 사양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IR 모듈

에 대한 사양정보를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 전송해준다.

상술한 바에서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의 제어부(230)에서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따라 해당 

제어신호를 IR 인터페이스부(260)를 통해 해당 기기에 일방적으로 송출하고, 해당 기기에서는 이를 수신하여 동작하

는 일방향적인 제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의 제어부(230)에서 명령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따라 해당 제어신호를

IR 인터페이스부(260)를 통해 해당 기기에 송출하고, 해당 기기에서는 이를 수신하여 그 제어 신호에 따라 동작한 다

음, 자신의 현재 제어 결과 정보를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 다시금 전송하여,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서 

자신이 내린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양방향 제어를 수행할 수 도 있다.

물론, 이러한 양방향 제어를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IR 수신 모듈 뿐만이 아니라 IR 송신모듈도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의 IR 인터페이스부(260)도 송신 모듈 뿐만이 아니라 수신 모듈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와 해당 기기간에 IR 통신을 이용한 양방향 제어를 수행할 때, 물론,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와 셋톱박스(100)간의 WLAN 통신을 이용한 양방향 제어가 전제된 상태에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1

00)가 댁내 기기들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는 기기들과의 송수신을 위해서 IR 인터페이스부와 WLAN 인터페

이스부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IR을 이용한 송수신 방식은 자체적으로 IR 기기 제어 신호에 의해서 동작할 수 

있는 기 기가 사용자의 바로 앞에 있을 경우, 이를 직접 제어하고 제어 결과를 수신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WLAN을 이용한 송수신 방식은 IR 기기 제어 신호에 의해 동작하지 않는 기타 기기들을 제어하고 제어 결과를 

수신하는 경우나, 자체적으로 IR 기기 제어 신호에 의해서 동작할 수는 있더라도, 사용자의 현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는 댁내 다른 기기들을 제어하고 제어 결과를 수신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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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R 통신을 이용하여 기기를 제어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자체적으로 IR를 이용하여 기기 제어 신호에 의해서 동작할 수 있는 기기가 사용자의 바로 앞에 있을 경우에 사용되

며, 최초 각종 기기들이 셋톱박스에 등록될 때 각 기기별로 IR 통신 프로토콜의 종류와 방식도 함께 파악되어 통합 리

모트 컨트롤러로 그 정보가 전송되어지므로, 사용자는 단지 자신의 앞에 있는 기기를 리모트 컨트롤러에서 선택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사용자가 기기를 리모트 컨트롤러(200)로 제어하면 기기는 IR 통신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동작을 시작하게 되고,

명령을 받은 기기는 이상 없이 동작한다는 결과신호를 IR 통신을 이용하여 리모트 컨트롤러로 전송함과 동시에 자신

과 연결된 IEEE 1394, HPNA, PLC, WLAN등을 통하여 셋톱박스에 자신의 동작상황을 보고한다.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기기로부터의 제어 결과 신호를 사용자가 기기 제어 신호를 발생한 후 10초 이내의 시

간 동안 기기로부터의 IR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10초 내에 기기로부터 IR 결과 신호가 오면 이를 받아 사용자에게 

표시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WLAN을 이용하여 셋톱박스에 접속하여 해당 기기의 동작상황을 전송받아 사용

자에게 표시 해주고 대기 모드로 전환된다. 만약 셋톱박스부터의 정보가 사용자가 발생한 제어 신호와 상이하다면 경

보를 발생하며 동작 모드를 유지한다.

물론, IR 기기 제어 신호나 직접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기기의 경우에는 WLAN을 이용하여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

)와 셋톱박스(100)와의 통신을 통해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상술한 바에서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서 IR 통신을 통하여 기기 제어 신호를 송출하면, 그 기기 제어 신호를 

수신한 해당 기기에서 그 제어 신호에 따라 동작한다고 하는 결과신호를 IR을 이용하여 리모트 컨트롤러로 전송함과 

동시에 자신과 연결된 IEEE 1394, HPNA, PLC, WLAN등을 통하여 셋톱박스에 자신의 동작상황을 보고함에 따라, 

셋톱박스(100)에서는 해당 기기로부터 수신되는 해당 기기의 제어 결과신호를 그대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IR 통신을 통해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서 기기제어 신호를 받은 해당 기기가 자신의 제어 결과 신호를 

IR 모듈을 통해서 전송함과 아울러 자신과 연결된 IEEE 1394, HPNA, PLC, WLAN등을 통하여 셋톱박스에 자신의 

동작상황을 보고하는 동작을 취하지 않는 구성예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서는 리모트 컨트롤러는 기기제어신호를 송출한 후 10초 이내의 

시간 동안 기기로부터의 IR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10초 내에 기기로부터 IR 결과 신호가 오면 이를 받아 사용자에

게 표시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WLAN을 이용하여 셋톱박스에 접속하여 해당 기기의 제어 결과 정보를 요청

한다.

이에 따라, 셋톱박스(100)는 해당 기기에 기기의 현재 제어 결과를 요청하여 해당 기기로부터 수신된 제어 결과 정보

를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 전송한다. 통합 리모트 콘트롤러(200)는 그 제어 결과 정보를 전송받아 사용자에게 

표시 해주고 대기 모드로 전환된다. 만약 셋톱박스부터의 정보가 사용자가 발생한 제어 신호와 상이하다면 경보를 발

생하며 동작 모드를 유지한다.

도 6 및 도 7은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의 예시도이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면,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전면에서 표시부(250)와 다수의 키버튼으로 이루어지는 명령

입력부(220)가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키버튼은 저마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POWER 버튼은 전원을 온오프하는 버튼이고, MODE 버튼은 대기 전

원 모드와 동작 전원 모드중의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이고, INPUT 버튼은 입력을 선택하는 버튼이고, MENU 

버튼은 기기 제어의 메뉴를 보여주는 버튼이고, IR 버튼은 IR 모드로 설정하는 버튼이고, EXIT 버튼은 표시부에서 현

재 동작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버튼이고, ENTER 버튼은 입력버튼이고, MUTE 버튼은 소리죽임 버튼이고, WLAN 버

튼은 WLAN 동작을 설정하는 버튼이고, LOCK는 락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버튼이고, 상하좌우 버튼이 있으며, 숫자

버튼과, F1 - F8까지의 매크로 기능을 위한 기능키 버튼들이 있다. 또한, REFRESH 버튼은 셋톱박스를 리셋시키는 

버튼이고, ALARM 버튼은 알람을 설정하기 위한 버튼이다.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트리형 기기 배열과 명령 

아이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트리형 기기 배열이라 함은 , 집안의 모든 기기들을 해당 기기들이 속한 방을 기준으로 트리형으로 구분하여 사용자

가 원하는 기기를 찾아가기 쉽도록 배열하여 화면정보를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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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의 표시부(250)에는 Master STB 디렉토리 아래에 각

각 ROOM1, ROOM2, ROOM3, Living Room 이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고, ROOM1 디렉토리 아래에는 DTV1, VTR

1, STB1, Light, TEL1 이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함으써, 각각의 기기를 제어함에 있어서, 기기가 위치한 방의 배열에 따라 쉽게 찾아서 제어할 수 있다.

명령 아이콘 기능이라 함은, 트리구조를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해당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기기에서 실행 가능한 명

령에 대응하는 실행 아이콘이 표시되고 사용자는 단지 방향키를 움직여 원하는 실행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를 제어함에 있어서 도 6에 도시된 상태에서 VTR1을 선택하면, 표시

부에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정보가 표시된다. 즉,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된 VTR1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 아이콘들이 표시된다.

도면에서 STOP 아이콘은 VTR1의 동작정지를 나타내며, REW는 되감기, FF는 빨리감기, PLAY는 재생하기, PAUS

E는 일시 정지, REC는 녹화, MENU는 메뉴보기, MUTE는 소리줄임, Unlock은 잠금장치해제, OFF는 전원오프 기능

을 수행한다.

아울러, 기능키(F1 - F8)를 이용하여 매크로 명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매크로 기능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미리 지정하여 하나의 명령 실행으로도 모든 것을 실행 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능이다. 즉, 명령 입력부의 특정 키입력에 대응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기에 대하여 특정 명령 또는 

여러개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단속 매크로 명령을 실행시키면 현관문, 창문1, 2, 3, 4, 가스밸스, 전등 등을 순서대로 체크하여 현상태

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명령 예약 및 타이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명령 예약 및 타이머 기능이라 함은 지정된 시간에 기기가 동작하

도록 하거나, 지정된 시간 동안만 기기가 동작하도록 사용자의 요구대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예약명령이나

타이머 기능을 받은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자기 스스로 시간을 계산하여 지정된 시간에 셋톱박스(100)에 예

약된 명령을 전송하여 명령을 수행한다.

또한, 한집에는 가족구성이 다수일수 있음에 따라 다수 사용자들을 위해 다수개의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

에 필요한 기능으로 다수의 사용자들간의 잠금 기능과 풀림 기능을 수행한다.

잠금 기능과 풀림 기능이란, 특정 키입력에 대응하여, 임의의 기기를 선택하여 해당 기기에 대한 제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의 제어를 독점하는 명령을 설정하거나 그 설정된 명령을 해제하고, 해당 명령을 셋톱박

스로 전송하고, 임의의 기기에 대하여 기기 독점 제어명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 기에 대한 제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화면정보로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다수개의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마다 개별 ID를 가지고 있고, 셋톱박스(100)에서는 그 ID 정보를 저

장하고 있어야 한다.

잠금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하나의 기기를 사용하고자 접근하는 경우에 동일 기기의 중복 실행

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기기를 제어하는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기기를 잠금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 사

용자가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에서 LOCK 키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통하여 임의의 기기에 잠금을 설정하면 잠금 

설정이 셋톱박스(100)에 등록되어 이후에는 잠금을 설정한 사용자만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일단 잠금이 설정되면 다른 사용자들은 IR 통신을 이용하여 그 기기를 사용하는 제어권과, WLAN을 이용하여 그 기

기를 사용하는 제어권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잠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잠금을 해제시키면 그 셋톱박스(100)에 그 정

보가 변경되고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로 정보가 바로 업데이트 되어 다른 사용자도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다. 이 잠금 기능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크로 명령 기능에 포함되어 바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단속 명령에 이 잠금 기능을 포함시킨다면 현관문과 창문, 가스밸브 등을 확인한 후, 그 기기들에 대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VTR 녹화 시작 후에 이 잠금 기능을 매크로 명령으로 포

함시킨다면 VTR 녹화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그 VTR 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다음 리모트 컨트롤러 전원절약을 위한 대기 전원 모드와 동작 전원 모드 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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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에 탑재된 표시부 및 다양한 키버튼을 통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댁내의 각 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사용자가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기기를 제어할 때 그 기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사용

자의 요청에 따라 기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선택되어질 수 있다.

댁내의 모든 기기들은 IEEE 1394, HPNA, PLC, WLAN등으로 상호 연결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셋

톱박스(100)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WLAN을 이용하여 선택된 시간 간격을 주기로 셋

톱박스(100)에 접속하여 댁내 기기들의 상태를 전송받을 수 있고 이를 표시하거나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홈네트워

크 시스템의 기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단속 기능을 설정할 경우,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1분마다 셋톱박스(100)에 접속하여 집안의 모

든 잠금장치 상태를 전송받아 문제가 있을 경우 경보를 발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방에서 VTR 녹화를 하고 있다

면 그 방에 가지 않고서도 리모트 컨트롤러로 VTR 의 제어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청과는 별도로, 주기적으로 셋톱박스(100)의 상태를 파악하여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

으로 셋톱박스(100) 자체가 오동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경보를 발생하거나, 셋톱박스(100)를 다시 리셋시킬 수 

있다.

한편,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200)는 댁내의 기기에 제어 신호를 전송한 다음 에 해당 기기로부터 제어 결과 신호를 기

다리기 때문에 보통 단방향의 리모트 컨트롤러보다 보다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양방향 리모트 컨트롤러의 높은 전력 소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기 전원 모드와 동작모드를 적용하도록 한다.

즉, 동작 전원 모드로 동작하다가 대기 전원 모드 전환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대기 전원 모드로 전환한다. 그 대기 전

원 모드 전환요건에는 결과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해당 기기의 상태가 정상으로 판단되며 일정 시간이 경과된 경우, 

예약기능이 설정된 경우, 문단속 기능이 설정된 경우, 주기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설정된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제어하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보를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작 전원

모드에서 리모트 컨트롤러가 동작하며, 결과 신호를 전달받아 기기 상태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하거

나, 예약기능이나 문단속 기능이 시작하면 바로 대기 전원 모드에서 리모트 컨트롤러가 동작하도록 한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상태 점검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대기 전원 모드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기기를 접속할 필

요 없이 정해진 시간마다 셋톱박스에만 접속을 하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셋톱박스는 상태 변화가 있는 기

기만의 정보를 리모트 컨트롤러에 송신하여 접속 유지시간을 최대한 줄여 리모트 컨트롤러의 소비전력을 최소화시키

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사용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각각의 댁내 기기들을 하나의 리모트 컨트롤러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동성 및 

편이성이 증대된다.

또한, 사용자가 제어한 기기에 대한 제어 결과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여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증가시

킨다.

또한, 대기 전원 모드와 동작 전원 모드를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양방향 통신 기법을 채택하여, 소비전력을 절감시키고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댁내 모든 기기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홈네트워크 시

스템의 마스터 기기에 고장 포용 기법을 적용하여 가용성 및 신뢰성 증가시킨다.

또한, 직관적이고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이성 증대시킨다.



공개특허 10-2004-0067511

- 12 -

또한, 다수의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할 때에도 잠금 기능을 통하여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리모트 컨트롤러를 통합함으로써, 제작비 및 판매가를 낮출 수 있으며,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를 옵

션화 및 개별화 하여 상품화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홈네트워크용 셋톱박스에 있어서,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기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되어 각 기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내부 통신 인

터페이스부와,

상기 각 기기를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한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와 WLAN을 통해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WLAN 인

터페이스부와,

상기 WLAN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로부터 임의의 기기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내부 통

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해당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통합 리모트 콘트롤러용 셋톱박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부는,

WLAN망, IEEE 1394, HPNA, PLC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통합 리모트 콘트롤러용 셋톱박스.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해당 기기로부터 수신되는 해당 기기의 제어 결과신호를 상기 WLAN 인터페이

스부를 통해 상기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에 전 송하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용 셋톱박스.

청구항 4.
홈네트워크용 리모트 컨트롤러에 있어서,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기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된 셋톱박스와 WLAN을 통해 연결되어 통신

을 수행하는 WLAN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기기중에서 임의의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명령 입력부와,

상기 명령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상응하여 셋톱박스에 유무선을 통해 연결된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의 제어신호를 상기 WLAN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셋톱박스에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홈네트워크

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중에서 한정된 공간내의 근거리에 있는 기기와 IR 통신을 수행하는 IR 인터페이스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명령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상응하는 기기 제어신호를 상기 IR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해당 기기에 송출하는 홈네트워크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의 제어를 위한 화면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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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GUI를 사용하여 상기 표시부에 기기의 제어를 위한 화면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명령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의 수행과정을 표시하는 홈네트워크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입력부는, 키패드를 포함하는 홈네트워크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입력부는, 터치 스크린을 포함하는 홈네트워크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9.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셋톱박스로부터 해당 기기의 제어 결과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명령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의 수행여부를 판단하

는 홈네트워크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중에서 한정된 공간내의 근거리에 있는 기기와 IR 통신을 수행하는 IR 인터페이스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명령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상응하는 기기 제어신호를 상기 IR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해당 기기에 송출하고, 해당 기기로부터 송출되는 해당 기기의 제어 결과 신호를 상기 IR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

신하여 상기 명령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의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홈네트워크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명령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상응하는 기기 제어신호를 상기 IR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해당 기기에 송출

한 후, 일정 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로부터 해당 기기의 제어 결과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상기 셋톱박스를 통해 

해당 기기로부터 출력되는 해당 기기의 제어 결과신호를 상기 WLAN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하여 상기 명령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의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홈네트워크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명령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상응하는 기기 제어신호를 상기 IR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해당 기기에 송출

한 후, 일정 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로부터 해당 기기의 제어 결과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기의 제어 결과 

요청 신호를 상기 WLAN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셋톱박스에 전송하고, 상기 셋톱박스로부터 해당 기기의 제어 결

과신호를 상기 WLAN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하여 상기 명령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의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제어

부를 포함하는 홈네트워크용 통합 리모트 컨트롤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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