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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방송실 또는 통제실 외부에서도 무선으로 방송시스템을 제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송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
그램을 PDA에 탑재하고, 상기 PDA에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신호를 전송매체인 블루투스(혹은 무선랜, 적외선포트 등)
를 이용하여 송출하고, 상기 송출신호를 232C분배기의 신호변환장치에서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
서에서 각각의 제어 하고자 하는 컨트롤러에 전송하여 방송시스템을 제어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방송실 또는 통제실의 외부에서도 방송 장비를 원격 제어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컴퓨터. PDA, 232C분배기, 블루투스, 적외선, 무선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방송실 제어 시스템을 간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간략적인 시스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PDA에 방송제어 시스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일실시예 화면.

  도 5는 도 4의 A/V MATRIX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

  도 6은 도 4의 A/V MIXER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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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은 도 4의 REMOCON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

  도 8은 도 4의 POWER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

  도 9는 도 4의 A/V MIXER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

  도 10은 도 4의 CAMERA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실의 방송시스템 또는 각종 전자장비들을 옥내 혹은 옥외에서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
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을 설명하기위해 본 출원인의 등록특허 제 418695호 있어서, 상기의 방송 시스템의 경우에 비디오믹서, 오디
오믹서, 기계식 A/V 장치를 통합하여 상기의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탑재하고 상기 컴퓨터의 GUI환경에서
사용자의 간편한 조작으로 방송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상기의 기술을 첨부된 도 1에 의해서 설명하면, 비디오 믹서, 오디오 믹서, 기계식 A/V장치를 통합한 전자식 제어장치 및
상기 전자식 제어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탑재한 컴퓨터(100) 및 상기 컴퓨터(100)에서 제어가 불가능 할 때 수
동으로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 판넬(10, 20), 컴퓨터의 시리얼 포트와 각 장치 팬틸트 컨트롤러, 비디오 컨트
롤러, 스피커 컨트롤러, 전원 컨트롤러, 전자식 제어장치)를 연결하는 232C분배기 장치(200)로 구성이 되고, 카메라의 팬
틸트를 제어하는 팬틸트 컨트롤러, A/V장치를 제어하는 비디오 컨트롤러, 스피커를 제어하는 스피커 컨트롤러, 방송실의
조명 또는 시스템 전원을 제어하는 파워 컨트롤러가 각각 232C 분배기(200)에 연결되어 있다.

  이는 상기 프로그램이 탑재한 컴퓨터의 입력신호를 사용자가 움직이는 마우스 혹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상기 입력 신
호를 통한 방송 시스템의 제어로 방송실안에서만 상기의 방송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정된 공간에서만 방송실의 방송시스템을 제어하는 단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송실 또는 통제실뿐만 아니라 방송실 또는 통제실 외부에
서도 방송실의 방송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방송의 제어 시스템 프로
그램을 탑재한 PDA, 상기 PDA에서 제어하는 신호를 송출하는 송출부, 상기 송출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신호를 변환하는
232C 분배기를 포함하여 무선으로 방송시스템을 제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방송시스템 또는 각종 통제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에
탑재하고, 상기 PDA에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신호를 무선 전송매체인 무선랜(혹은 적외선포트, 블루투스 등) 등의 무선
송출부를 이용하여 송출하고, 상기 송출신호를 232C분배기의 신호변환장치에서 수신하여 상시 수신된 신호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각각의 제어 하고자 하는 컨트롤러에 전송하여 제어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첨부된 도면에 의해 자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간략적인 시스템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우선 방송시스템 또는 각종 통제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로 상기 방송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100)와 PDA(400)가 있으며, 컴퓨터와 PDA의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각 장치에 제어신호를 송출하는 신호
변화장치인 232C분배기(200)로 구성이 된다. 상기의 232C분배기(200)에는 PDA(400)로부터 전송된 무선 신호를
RS232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변환장치(300)가 내장된다.

  컴퓨터와 232C분배기와는 유선으로 연결됨이 바람직하고, PDA와 232C분배기와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에서 전송된 제어신호를 232C분배기에서 전송받아 각각의 장치에 전송되어 방송시스템을 제어하는데, 컴퓨터의
이상으로 혹은 방송실이 아니 곳에서 방송시스템을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DA에 탑재된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무선
으로 232C분배기에 전송하고, 상기 232C분배기에서는 상기 PDA에서 송출되는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각 장치를 제어하는
신호로 변환하여 각 장치들을 제어한다.

  상기에서 PDA에 무선 송수신 수단으로는 적외선, 블루투스, 무선랜 등을 사용하여 구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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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통신 방법은 공지된 기술로 당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니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상기 방송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PDA(400)와, 블루투스(401, 또는 무선랜(402), 적외
선포트(403))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신호를 송출하고, 상기의 신호는 232C분배기(200)의 신호변환장치(220)에서 수신하
여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신호연산처리회로(230)를 거쳐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240)에 전송하고,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
러의 제어 명령에 의해 제어 명령 신호의 우선순위 등을 처리하여 각각 RS232C 드라이버((250, 251, 252, 253, 254)로
입력되어 메인 컨트롤러(260), 전원 컨트롤러(261), 스피커 컨트롤러(262), 리모트 컨트롤러(263), 팬틸트 컨트롤러(264)
등의 장치들이 제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의 컴퓨터와 232C분배기의 연결 및 PDA와 232C분배기와의 연결은 도 2에 설명되었듯이 각각 유선과 무선으로 연
결됨이 바람직하다.

  즉, PDA(400)와 232C분배기(200)와의 무선 연결은 본 발명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방송실 또는 통제실이 아닌
방송실 또는 통제실 외부에서 방송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컴퓨터(100)의 제어신호를 232C분배기(200)에서 전송받아 이루어지는 방송시스템은 본 출원인에 의해서 출원되어 등
록된 등록제 418695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간략적으로 설명하면, 컴퓨터(100)에 방송시스템의 각 장치들을 제어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상기 컴퓨터(100)의 제어신호를 232C분배기(200)의 RS232C 드라이버(210)에서 전송받
아 제어 명령에 의해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신호연산처리회로(230)를 거쳐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240)에 전송하고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240)의 다시 각 장치들을 제어하는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RS232C 드라이버(250, 251, 252, 253,
254)를 통하여 각 장치들을 제어한다.

  상기의 구성은 유선으로만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본 발명에 따른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제어 시스템을 설명한다.

  PDA(400)에는 방송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상기 제어신호는 무선 전송매체인 블
루투스(401), 무선 랜(402), 적외선포트(403) 등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232C분배기(200)의 신호변환장치(220)으로 전송
되는데 상기의 신호변환장치는 무선의 신호를 RS232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상기의 신호변환장치(220)에 전송된 신호는 우선 순위을 결정하는 신호연산처리회로(230)로 입력된다. 상기의 신호연산
처리회로를 거친 신호는 제어 명령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240)에 전송되고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제어 명령
에 의해 제어 명령 신호의 우선순위 등을 처리하여 각각 RS232C 드라이버(250, 251, 252, 253, 254)로 입력된다.

  상기 각각의 RS232C 드라이버(250, 251, 252, 253, 254)는 각각의 컨트롤러의 개수만큼 필요하다.

  232C분배기의 RS232C 드라이버의 신호에 의해 각각의 컨트롤러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면,

  메인 컨트롤러(260, Main Controller)는 출력 포트의 온/오프(ON/OFF)기능, 입력 소스의 선택 기능, 불륨제어 기능, 오
디오믹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전원 컨트롤러(261, Power Controller)는 방송실 내의 각종 장치의 전원, 시스템 전원, 전동배경 스크린을 제어하는 전
원 등을 온/오프하고,

  스피커 컨트롤러(262, Speaker Controller)는 해당 채널의 개별/그룹/전체 단위로 스피커의 온/오프 기능을 수행하고,

  리모트 컨트롤러(263, Remote Controller)는 오디오장치와 비디오장치를 제어하는 A/V 장비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하고,

  팬틸트 컨트롤러(264, Pantilt Controller)는 카메라의 화면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팬틸트 및 줌, 포커스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4내지 도 10은 PDA에 탑재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경우에 PDA에 디스플레이되는 하면을 나타낸 일 실시예 화면
으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4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메인화면으로, 본 발명의 PDA에 방송제어 시스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화
면이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각각의 아이콘이 클릭되면 세부적으로 방송장비 또는 각 장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도 5는 도 4의 A/V MATRIX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으로 출력포트의 온/오프(ON/OFF)기능과
입력 소스를 선택 할 수 있으며, 볼륨제어, 오디오믹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디오믹서의 기능은 오디오 장비 4채널과 마
이크 4채널로 선택되어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A/V MATRIX 기능은 각 출력포트에 입력 소스 및 오디오 믹서를 선택적
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다원화 방송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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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도 4의 A/V MIXER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으로 두가지의 영상 입력 소스를 선택하여
영상효과 기능을 수행한다. 두가지의 영상 입력 소스를 선택하여 화면 분할, PIP(Picture IN Picture), 모자이크, 정지화면,
흑백화면, 오버레이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도 7은 도 4의 REMOCON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으로 A/V 장비를 리모트 컨트롤러와 연결되
어 각 장비의 제어 명령을 전송한다. A/V 장비의 설정은 도 4의 환경설정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도 8은 도 4의 POWER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으로 방송실 내의 각종 장비. 시스템 전원, 전동
배경 스크린을 파워컨트롤러와 연결하여 제어 명령을 전송한다. 각종 장비, 시스템 전원, 전동배경 스크린의 설정은 도 4
의 환경설정을 통하여 설정 할 수 있다.

  도 9는 도 4의 SPEAKER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으로 스피커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원격 해당
채널의 개별/그룹/전체 단위로 제어 명령을 전송한다. 스피커 컨트롤러의 사용 수량에 따라 도 4의 환경설정을 통하여 사
용 채널을 설정 할 수 있다.

  도 10은 도 4의 CAMERA 아이콘을 클릭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출력화면으로 팬틸트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카메라 줌
(Zoom), 포커스(Focus), 상, 하, 좌, 우의 원격제어 명령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방송제어 시스템 또는 각종 전자 장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탑재한 PDA에 의해서 방송실뿐만 아니
라 방송실 외부에서도 방송실의 방송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상기의 PDA의 아이콘 클릭으로 출력포트, 음소거, 볼륨조절, 오디오믹서의 기능과 A/V MIXER, A/V 장치, 시스템 전원,
조명, 스피커 컨트롤러, 카메라의 팬틸트 등을 방송실이 아닌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방송시스템에 있어서,

  방송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PDA와;

  상기 PDA에 탑재된 프로그램의 구동에 의해 제어 신호를 무선으로 송출하는 무선 송출부;

  상기의 무선 신호를 전송받아 방송장비를 제어하는 232C분배기;

  상기 232C분배기 내의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신호연산처리회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제어 명령에 의해 제어 명령 신호의 우선순위를 처리하여 각각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로 변환
하는 RS232C 드라이버;

  상기 232C분배기의 제어 신호에 의해 방송 장비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DA를 이용한 방송장비 원격제어 시스
템.

청구항 2.

  방송시스템에 있어서,

  방송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PDA와 상기 PDA의 제어신호를 무선으로 송출하고,

  상기의 송출된 제어신호를 232C분배기의 신호변환장치에서 수신하고,

  상기 232C 분배기의 수신된 제어신호는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신호연산처리회로에 입력되고,

  상기 신호연산처리장치에 입력된 신호는 상기 제어 명령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전송하고,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제어 명령에 의해 제어 명령 신호의 우선순위 등을 처리하여 각각 RS232C 드라이버로 입력되
어 메인 컨트롤러, 전원 컨트롤러, 스피커 컨트롤러, 리모트 컨트롤러, 팬틸트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DA를 이용한 방송장비 원격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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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청구항 제 2항에 있어서,

  상기의 메인 컨트롤러는,

  출력 포트의 온/오프(ON/OFF)기능, 입력 소스의 선택 기능, 불륨제어 기능, 오디오믹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PDA를 이용한 방송장비 원격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제 2항에 있어서,

  상기의 전원 컨트롤러는,

  방송실 내의 각종 장치의 전원, 시스템 전원, 전동배경 스크린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DA를 이용한 방송장비
원격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제 2항에 있어서,

  상기의 스피커 컨트롤러는,

  해당 채널의 개별/그룹/전체 단위로 스피커의 온/오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DA를 이용한 방송장비 원
격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청구항 제 2항에 있어서,

  상기의 리모트 컨트롤러는,

  A/V 장비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DA를 이용한 방송장비 원격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청구항 제 2항에 있어서,

  상기의 팬틸트 컨트롤러는,

  카메라의 화면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팬틸트를 제어하는 기능과 줌, 포커스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DA를
이용한 방송장비 원격제어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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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497008

- 6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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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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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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