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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마스터 장치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들이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 그 장치 

및 그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한 실시예는 하나의 마스터 장치와 적어도 하나 이상

의 슬레이브 장치가 RS-232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마스터 장치에서 위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

코드를 확보하는 방법, 위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등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디지털 가전 기기에 기본적인 외부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RS-232와 같은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위 네트워크에 접속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

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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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도 3은 본 발명에서 적용되는 RS-232 통신규격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각 장치들간의 연결규격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5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메시지 전달방식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6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일반메시지의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7은 상기 도 6의 Type 의 비트 필드 형식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Simple 메시지의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Reliable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ACK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NACK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Piggy ACK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System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Request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Response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Set State Control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Get State Control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Get State Control Response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Device Control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주소 영역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ID) 정보를 얻는 과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

고 있으며,

도 22는 상기 도 21의 과정을 슈도코드(pseudo code)로 작성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23은 본 발명에 따른 MSG_PING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MSG_PING의 Response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의 관리항목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관계 정보를 생성시키는 과정을 슈도코드(pseud

o code)로 작성한 바람직한 실시예이며,

도 27은 도 27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며,

도 28은 본 발명에 따른 MSG_SIG_ON/OFF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29는 본 발명에 따른 PING 및 SIG_ON/OFF 메시지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도 30은 본 발명에 따른 소정의 슬레이브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31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도 32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에러코드(Error Codes)를 설명하고 있으며,

도 33은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장치에서 그에 접속된 슬레이브 장치들의 동적 고유코드( 동적 ID)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이며,

도 34는 본 발명에 따른 슬레이브 장치에서 동적 고유코드( 동적 ID )를 발생시켜 마스터 장치에 제공하는 과정을 나

타낸 순서도 이며,

도 35a 및 35b는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들의 연결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

의 순서도를 보이고 이며,

도 36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기능적 블록도로 보이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스터 장치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들이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 그 장치 

및 그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오디오/비디오 네트워크 및 이에 관한 제어 방법(특허출원번호:1020007007449)은 IEEE1394 망으로 연결된

디바이스들간의 상호 연동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미들웨어인 HAVi이다. 종래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인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HAVi 디바이스(101)들은 IEEE 1394 아답터(102)를 구비하고 있으며, IEEE 1394 케이블(103)

로 상호간에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HAVi는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장착된 소프트웨어 모듈간 호환성을 높여 줌으로

써 디바이스간 연동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HAVi가 소프트웨어 모듈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

드를 자동 적으로 detect하고, 주소를 부여하는 Plug and Play 기능, 기반 미디어인 IEEE1394의 기능을 이용하여 오

디오/비디오 스트림의 동시 전송 (isochronous transfer)이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전송기능,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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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모듈간 메시징 기능을 제공하는 메시징(messaging) 기능, 비동기적으로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소

프트웨어 모듈들에게 알리는 이벤트(Eventing) 기능, 네트워크에 참여한 자원(소프트웨어 모듈, 디바이스 등)을 관리

(등록, 검색)하는 Registry 기능, 네트워크에 참여한 자원들을 할당하고 스케쥴링하는 스케쥴링(Scheduling) 기능, S

tream Management: 네트워크내의 스트림들을 관리(허가, 등록, 검색)하는 스트림 관리(Stream Management )기능,

디바이스 제어 framework과 응용 framework을 제공하여, 새로운 디바이스 제어 모듈 혹은 응용 프로그램 모듈을 

동적으로 설치 및 제거 가능하도록 하는 Future Proof기능이 있다.

그러나 위 종래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HAVi 기능은 PC급의 고성능 디바이스만이 제공 가능하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저성능 디지털 가전 기기에 적

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둘째, HAVi의 기반 네트워크 미디어인 IEEE 1394는 500Mbps를 지원하는 고성능 네트워크로 대단히 고가이며, 이

를 적용할 경우 제품 제작비가 크게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저성능 디지털 가전 기기간 연동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미디어 기반에 작

은 네트워크 미들웨어가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RS-232와 같은 저가 미디어를 이용하여 연결된 장치들간의 연동기능을 제

공하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와 접속되

어 있는 마스터 장치는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고유코드 정보를 전송할 것과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구비된 출력단

자로 소정의 신호를 출력할 것 및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구비된 입력단자들에 상기 소정의 신호가 입력되는지 여부

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명령하는 메시지를 생성시키는 메시지생성부, 상기 생성된 메시지를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전송하는 송신부,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상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응답신호를 전송받는 수신부, 상

기 응답신호 중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코드 정보의 중복여부를 점검하고 저장하는 SLAVE ID 관리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마스터 장치는 상기 응답신호 중 상기 신호를 출력하는 슬레이브 장치와 상기 신호를 입력받는 슬레이브

장치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정보인 연결정보를 발생시키는 연결상태 분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여기서 상기 송신부 및 수신부는 RS-232 포트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마스터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는 상기 마스터 장치로부터 소정의 명령을 수신받으며, 상기 수신받은 명령을 다시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로 전송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받은 명령에 대한 응답을 상기 마스터 장치에 전송하거나, 상기 다음 단

의 슬레이브 장치에서 상기 마스터 장치로 전송하는 상기 명령에 대한 응답을 수신받아 상기 마스터 장치로 전달하는

송신부, 상기 수신받은 명령에 대응되는 상기 마스터 장치에 전송할 응답정보를 발생시키는 메시지 생성부, 상기 수

신받은 명령이 고유코드 정보를 전송하라는 것인 경우에 임의의 수를 발생시켜 고유코드를 생성시켜 메시지 생성부

에 제공하는 동적 ID 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슬레이브 장치는 상기 수신받은 명령이 소

정의 신호를 출력단으로 출력하라는 것인 경우에 상기 신호를 출력하거나,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입력받는 입

출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여기서 상기 수신부는 상기 마스터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제1수신단 및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와 접속되

어 있는 제2수신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1수신단과 제2수신단은 상호 접속되어 있어서 상기 마스터 장치로부터 전송

된 신호가 제2수신단을 통하여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으며, 상기 송신부는

상기 마스터 장치 또는 앞 단의 슬레이브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제1송신단 및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와 접속

되어 있는 제2송신 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1송신단과 제2송신단은 상호 접속되어 있어서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

치로부터 전송받은 신호가 제1수신단을 통하여 상기 마스터 장치 또는 앞 단의 슬레이브 장치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할 수 있고, 상기 송신부 및 수신부는 RS-232 포트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장치는 상기 마스터 장치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기 슬레이

브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와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과 접속되어

있는 마스터 장치에서 상기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a) 상기 접속된 슬레이브 장치들에 

자신의 고유코드를 전송하여 줄 것을 명령하는 단계, (b)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

코드 정보를 전송받는 단계, (c) 상기 전송받은 고유코드들이 상호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판단결과 중복되는 고유코드들이 없는 경우 상기 전송받은 고유코드들을 상기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로 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판단결과 중복되는 코드들이 있는 경우에

는 상기 중복되는 고유코드를 전송한 슬레이브 장치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기 (a) 이후의 단계를 실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장치 및 상기 마스터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에서 자신의 고유코드를 동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은 (a) 상기 마스터 장치로부터 고유코드 정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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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 라는 명령을 전송받은 단계, (b) 임의의 수를 발생시켜 고유코드로 설정하는 단계, (c) 상기 발생된 고유코드 정

보를 상기 마스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마스터 장치 및 상기 마스터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에서 자신의 고유코드를 동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은 (d) 상기 마스

터 장치로부터 새로운 고유코드를 전송하라는 명령을 수신받는 단계, (e) 상기 (b) 이하의 단계들을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들에 접속되어 있는 마스터 장치에서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a)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 각각이 입력 또는 출력 

단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따른 플러그 타입정보를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읽어오는 단계, (b) 상기 플러그 타입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 중 출력 단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 장치를 선정하는 단계, (c) 

상기 선정된 슬레이브 장치의 출력단으로 소정의 신호를 출력할 것을 상기 선정된 슬레이브 장치에 명령하는 단계, (d

)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 중 입력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상기 신호가 입력되는지 여부에 관한 

입력정보를 순차적으로 읽어오고, 상기 입력정보에 따라 상기 선정된 슬레이브 장치와 상기 입력단을 가진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된 상태에 관한 연결정보를 생성시키는 단계, (e) 상기 플러그 타입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 중 출력 단을 가지고 있는 슬레이브 장치들 중 상기 선정된 슬레이브 장치를 제외한 모든 슬레이브 장치에 대

하여 상기 (b) 단계부터 상기 (d) 단계를 수행하여, 상기 출력단을 구비한 모든 슬레이브 장치와 입력단을 구비한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정보를 생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본 발명은 마스터(master) 장치(201)와 슬레이브(slave) 장치(206) 그리고 이들간의 연결(206, 207)로 구성되어 있

다.

마스터 장치(201)는 직렬 통신을 위한 하나의 UART(202)와 RS-232 포트(205)를 가지고 있으며, RS-232 포트는 

최소한 TxD(203)와 RxD(204) 선을 가지고 외부 기기와 연결된다.

슬레이브(Slave) 장치(206)는 직렬 통신을 위한 하나의 UART(202)와 두개의 RS-232 포트(205)를 가지고 있고, 이

들 두 포트들의 송신선(TxD)와 수신선(RxD)선들은 논리적으로 브릿지(bridge)되어 UART의 송신선(TxD)와 수신선

(RxD)이 된다.

어떤 슬레이브 장치와 다른 슬레이브(slave) 장치간의 연결은 일상적인, 즉 송신선(TxD)와 수신선(RxD) 선이 서로 

꼬여있는 RS-232 케이블(207)로 연결되며,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장치는 송신선(TxD)와 수신선(RxD)가 꼬이지 

않은 RS-232 케이블(206)로 연결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장치는 마스터 장치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들로 구성되며, 슬레이브(Slave) 장치는 외관상 두개의 RS-232 포트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내부적으로 브릿

지(bridge) 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한 포트의 송신선(TxD) 단자에 신호가 들어오면 전기적으로 다른 한 포트의 송

신선(TxD)에도 동일한 신호가 전달된다. 따라서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장치간의 통신은 가능하지만, 슬레이브(sla

ve) 장치사이의 통신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스터(master)의 송신선(TxD)는 모든 슬레이브(slave)들의 수신선(

RxD)에 연결되어 있어, 마스터(master) 장치가 출력하는 신호는 모든 슬레이브(slave) 장치들에게 전송(broadcast)

되게 된다. 반면 슬레이브(slave) 장치들의 송신선(TxD)은 다른 슬레이브(slave)들의 송신선(TxD)에 연결되어 있고,

수신선(RxD)은 역시 다른 슬레이브(slave) 장치들의 수신선(RxD)에 연결되어 있어서, 슬레이브(slave) 장치간 통신

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슬레이브 장치 B(Slave B)가 송신선(TxD)을 통해 출력하는 신호를 마스터(master) 장치는

수신선(RxD)을 통해 수신하여 처리 가능하지만 슬레이브(slave A)와 슬레이브(slave C)는 모두 송신선(TxD)으로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마스터 장치(master)와 슬레이브 장치(slave)간의 연결은 송신선(TxD)과 수신선(RxD)이 

교차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나, 슬레이브(slave) 장치와 슬레이브(slave) 장치간의 연결은 교차되지 않은 케이블

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마스터 장치의 위치가 사용하는 케이블에 따라 물리적으로 결정되며, 프로그램 상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이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적용되는 RS-232 통신규격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각 

장치들간의 연결규격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본 발명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운용방법은 홈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한 미들웨어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은 메시지 전달기능(Messaging)으로, 본 발명은 마스터 장치 또는 다수의 슬레이브 장치들에서 동작되

는 것과 같이 여러 장치에서 분산되어 동작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모듈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즉,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마스터 장치 또는 슬레이브 장치에서 구동되는 응용프로그램간

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다만, 서로 다른 슬레이브 장치들에서 구동되는 응용 프로그램들간의 메시지

교환(통신)은 가능하지 않으며,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장치들에서 구동되는 응용 프로그램들간의 통신만이 가능하

다. 그리고 마스터 장치가 RS-232와 같은 네트워크 전송선을 통해서 보낸 데이터는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이 받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메시지의 전달 방법,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지원하는 메시지들의 형태(forma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본 발명에서 지원하는 메시지의 종류는 우선 수신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유니캐스트(Unicast) : 전송되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하나의 장치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네

트워크는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였듯이 어떤 특별한 조작이 없이도 마스터 장치가 전송한 메시지를 모든 슬레이브 

장치가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유니캐스터(Unicast) 형태의 메시지의 경우 전송된 메시지 를 수신할 슬레이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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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 메시지에 포함된 수신 장치의 고유코드 값을 검사하여 자신의 고유코드가 포함된 메시지만을 수신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브로드캐스트(Broadcast) : 전송되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네트워크에 접속된 복수개의 장치가 되는 메시지 전달 방

식이다. 본 발명에서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를 위해 특별한 메시지형을 정의하지 않고, 전달되는 메시지에 포함

되어 있는 수신 장치의 고유코드(주소 또는 ID) 값으로 구별한다.

위 본 발명의 장치(마스터 장치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들)들의 고유코드는 예를 들면 0x00에서부터 0

xFE까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브로드캐스트되는 메시지에 포함되는 위 수신장치의 고유코드 값은 0xFF과 같이 어떤

특정한 값을 정할 수 있다.

3. 멀티캐스트(Multicast) : 전송되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네트워크에 접속된 장치 중 일부 장치들이 되는 메시지 전달

방식이다. 이는 예를 들면 전달되는 메시지에 메시지를 수신할 장치들의 고유코드를 복수 개 포함시킴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지원하는 메시지의 종류는 수신 확인 메시지인 ACK신호의 유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단순 메시지 전달 방식 : 어떤 메시지를 수신받은 후에 위 메시지 수신확인 신호 즉, ACK를 위 메시지를 전송한 장

치로 다시 전송하지 않는 메시지 전달 방 식으로, 송신측에서는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측에서 수신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없다. 브로드캐스트(Broadcast) 또는 멀티캐스트(multicast) 방식과 같이 전달되는 메시지를 다수의 

장치에서 수신하는 경우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뢰 메시지 전달 방식 : 어떤 메시지를 수신 받은 장치에서 위 메시시 수신 확인신호인 ACK를 위 메시지를 전송

한 장치로 다시 전송하는 메시지 전달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수신 장치에서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메시지 전달이 필요할 경우 사용된다. 또한 메시지를 수신한 장치로부터 어떤 응답 메시지

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 5는 위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적용되는 메시지 전달방식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a)는 단순 메

시지 전달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나)는 확인 메시지 전달 방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들을 그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트랜잭션(transaction) 메시지 : 마스터(Master) 장치가 슬레이브(slave) 장치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메시지

들이다. 마스터 장치의 어떤 슬레이브 장치에 대한 소정의 명령을 전달하는 요청(Request) 메시지와 위 마스터 장치

로부터 소정의 명령을 의미하는 리퀘스트 메시지에 대한 응답 (response) 메시지로 구성된다. 요청 메시지는 마스터 

장치가 슬레이브 장치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로, 위 메시지 바디(body)는 서비스 고유코드(id)와

서비스 요청 시 필요 한 세부사항(argument)들로 구성된다. 응답 메시지는 슬레이브 장치가 서비스 완료 후 마스터 

장치로 보내는 메시지이다. 본 발명에서는 응답 메시지가 ACK 메시지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메시지에 응답 데이

터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메시지 몸체(body)는 응답 데이터로 구성된다. 특별히 응답 요청없는 요청 메시지의 경우라

면 단순(simple) 메시지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상태 변수 제어 메시지: 마스터 (Master) 장치가 슬레이브(slave) 장치의 상태 변수 값을 알아내고, 이를 변경시키

기 위한 메시지들을 말한다. 상태 변수를 변경시키기 위한 set 메시지, 값을 요청하는 get 메시지 그리고 값을 반환하

는 piggy ACK 메시지로 구성된다. Set 메시지의 경우 response 값이 없기 때문에 simple 메시지 전달 방식과 reliab

le 메시지 전발 방식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디바이스 제어 메시지 : 리모컨 입력 코드를 해당 디바이스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말한다. 이때 마스터 장치

에서 소정의 슬레이브 장치로 명령을 전달하는 메시지 와 그 메시지에 대한 응답하는 메시지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리모컨과 같은 기능만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명령 메시지는 단순 메시지 전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들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정보가 도 31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들의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우선 본 발명

에서 사용되는 일반 메시지의 바람직한 실 시예의 템플릿을 설명한 다음, 전달 방식 분류에 따라 분류된 메시지들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템플릿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된 메시지들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템플

릿들을 설명한다.

1. 일반 메시지의 템플릿 (General Message Template) :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들의 일반적인 템플릿을 말하

며,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들의 템플릿은 이 템플릿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 일반 메시지 템플릿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구조가 마스터 장치와 다수의 슬레이브 장치가 접속되어 있는 구조임을 가정하지 않고 

고안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후에 본 발명이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일반메시지의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도 6상의 Header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를 노이즈(noise)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구분자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RS-232는 프로그

래머가 실행 프로그램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한 메시지는 본 발명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노이즈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는 이러한 노이즈로부터 구분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위 Header는 노이즈로부터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를 구분하는데 사용되며, 소정의 특정

한 값이 사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0xAAAA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도 6의 Header CHK는 메시지의 헤더의 무결

성을 보장하기 위한 패리티(parity) 값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는 짝수 패리티 또는 홀수 패리티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도 6상의 Type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의 종류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도 7은 상기 도 6의 Type 의 비

트 필드 형식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도 7의 Transmission 정보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

는 메시지 전달 방식에 따라 특정한 값이 정해지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0000b 단순(simple)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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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b 신뢰(reliable) 메시지

0010b ACK 메시지

0011b NACK 메시지

0100b Piggy ACK 메시지

그리고 도 7의 Usage 정보는 메시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특정된 값이 부여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

0001b 시스템

0010b 트랜잭션

0011b 상태 변수 제어 - 쓰기

0100b 상태 변수 제어 - 읽기

0101b 원격 제어

다시 도 6을 참조하면, 도 6상의 Dest. ID는 메시지의 수신하는 장치의 고유코드( 주소 또는 ID) 정보이다. 그리고 본 

발명이 적용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장 치들의 고유코드 값들은 유티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

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면, 멀티캐스트를 위해 특정한 소정의 값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0x00부터 0xFE까지는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되며, 0xFF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로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도 6의 Src. ID는 메시지 송신 디바이스의 번호이다.

도 6의 Msg. No.는 메시지 일련 번호로 메시지 발생 순서를 의미하며, 일정한 범위의 값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0x00

부터 0xFE까지의 값이 순차적으로 부여되며, 만일 0xFE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0x00으로 리셋(reset)되도록

할 수 있다.

도 6의 Length 정보는 는 Msg. Body 정보의 길이이다.

도 6의 Msg. Body 정보는 메시지의 데이터 부분으로 최대 256 바이트까지 올 수 있다.

도 6의 Check 정보는 메시지 바디(Message Body)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패리티(parity) 값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는 짝수 패리티 (even parity) 혹은 홀수 패리티(Odd parity)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달 방식에 따라 분류된 메시지들의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1. 단순 메시지 템플릿 (Simple Message Template) :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Simple 메시지의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단순 메시지는 응답으 로 ACK 메시지를 받지 않는 메시지로 위 실시예에서 Type 정보는 0x0

0로 사용할 수 있다.

2. 신뢰 메시지 템플릿 (Reliable Message Template) :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Reliable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신뢰 메시지 타입은 0x01로 정의된다.

3. ACK 메시지 템플릿 (ACK Message Template) :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ACK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

를 보이고 있다. ACK 메시지는 신뢰(reliable)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수신 혹은 요청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의미로 신뢰(reliable) 메시지를 수신한 장치에서 위 신뢰 메시지 또는 위 작업을 요청한 송신 장치로 보내는 메시지

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ACK 메시지는 타입이 0x02이며, Msg. No.는 위 신뢰(reliable) 메시지의 Msg No.와 동일

하다. 그리고 Msg. Body는 없으며, 따라서 Length는 0x00이다.

4. NACK 메시지 템플릿 (NACK Message Template) :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NACK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NACK 메시지는 신뢰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실패 혹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실패하였

을 경우 신뢰 메시지를 수신한 장치에서 위 신뢰 메시지를 송신한 장치로 보내는 메시지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NACK 메시지 타입은 0x03이며, Msg. No.는 신뢰 메시지의 Msg No.와 동일하다. 그리고 Msg. 

Body는 발생한 에러의 종류를 나타내는 1바이트의 에러코드(Error Code)로 구성되며, 따라서 Length는 0x01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에러코드(Error Code)는 도 32에서 보여지고 있다.

5. Piggy ACK 메시지 템플릿 (Piggy ACK Message Template) :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Piggy ACK 메시지 템플

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Piggy ACK 메시지는 신뢰 메시지로 요청한 작업의 응답으로 소정의 데이터를 

보내야 할 경우 신뢰 메시지를 수신한 장치에서 위 신뢰 메시지를 송신한 장치로 보내는 메시지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Piggy ACK 메시지 타입은 0x04이며, Msg. No.는 신뢰 메시지의 Msg No.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들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위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들의 템플

릿을 상세히 살펴본다.

1. 시스템 메시지 템플릿 (System Message Template) :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System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시스템 메시지의 타입 정보는 0x1x이고, Msg.Body의 첫 바이트에 시스템 동작 아이디(Syste

m Operation ID)가 위치하며, 나머지 바이트들은 시스템 동작(operation)에 필요한 데이터들이다. 도 29는 본 발명

의 시스템 동작으로써 PING 및 SIG_ON/OFF 메시지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2. 요청 메시지 템플릿 (Request Message Template) : 요청 메시지는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들에 소정의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Request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요청 메시지의 Type 정보

는 0x11이며, Msg. Body의 첫 바이트에 서비스 아이디(Service ID)를 할당하고, 나머지 바이트들에는 서비스 시작

을 위해 필요한 인수 정보들이 할당된다. 위 서비스의 종류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슬레이브 장

치의 종류 및 기능에 따라서 확장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는 위 서비스의 종류에 대하여 특별히 한

정하지 않는다.

3. 응답 메시지 템플릿 (Response Message Template) : 응답 메시지는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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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응답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응답 메시지의 Type 정보는 

0x14이며, Msg. No.는 위 응답메시지에 대응되는 요청 메시지의 Msg. No.와 동일하다.

4. 상태 설정 제어 메시지 템플릿 (Set State Control Message Template) : 상태 설정 제어 메시지는 본발명이 적용

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슬레이브 장치의 상태 변수 값(즉, 슬레이브 장치에 대한 on, off, play, stop 등에 관한 상태

를 나타내는 값)을 셋팅하는데 사용하는 메시지이다.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상태 설정 제어(Set State Control)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상태 설정 제어(Set State Control) 메시지의 Type은 ACK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각각 0x21 또

는 0x20의 값을 갖는다. Msg.Body의 첫 바이트는 상태 변수 정보이고, 이어지는 바이트 열에는 상태 설정 값이 들어

간다.

한편, 상태 변수 정보는 0x00부터 0x7F까지는 본 발명에서 정의한 상태 변수를 가리키며, 0x80부터 0xFF까지는 특

정 장치에 정의된 상태 변수를 가리킨다. 도 30은 본 발명에 따른 소정의 슬레이브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5. 상태 획득 제어 메시지 템플릿 (Get State Control Message Template) : 상태 독출 제어 메시지는 슬레이브 장치

의 상태 변수 값을 읽는데 사용하는 메시지이다.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상태 획득 제어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상태 획득 제어 메

시지의 Type은 0x31이며, Msg.Body의 첫 바이트에 상태 변수 정보가 할당된다.

6. 상태 획득 제어 응답 메시지 템플릿 (Response Message Template of Get State Control) : 상태 획득 제어 응답

메시지는 상태 획득 제어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 요구한 상태 변수 값을 가지고 있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상태 획득 제어 응답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상태 획득 제

어 응답 메시지의 Type은 0x34이며, 그 Msg. No.는 위 상태 획득 제어 응답 메시지에 대응되는 상태 획득 제어 메시

지의 Msg. No. 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리고 Msg.Body에는 상태 변수의 값이 온다.

7. 장치 제어 메시지 템플릿 (Device Control Message Template) : 본 메시지는 리모컨 명령을 네트워크로 보냄으

로써 제어 대상이 되는 슬레이브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본 메시지 템플릿은 싱글 리모컨 응용을 위해 설

계되었으며, 1 바이트의 리모컨 입력 코드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 제어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 고 있다. 장치 제어 메시지의 Type은 A

CK 메시지 수신 여부에 따라 0x41 혹은 0x40의 값을 가지며, Msg.Body의 첫번째 바이트에 리모컨 명령 코드가 온

다.

두 번째 기능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네트워크에 새로운 노드 즉, 새로운 슬레이브 장치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에 네트워크의 변환된 상황을 인식하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노드 즉, 슬레이브 장치들에 주소(고유코드 또는 ID)를 

할당하는 기능이다(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동적주소할당기능'으로 호칭한다.)

본 발명에서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slave)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스터 장치에서 브로드캐스트(broadc

ast)한 메시지에 대하여 네트워크에 접속된 슬레이브 장치들이 임의의 시간(random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응답하고, 

위 응답을 마스터 장치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주소 영역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각 장치들의 주소는 0x00부터

0xFE까지 범위의 값 중에서 할당되며, 이중 0x00은 마스터 장치의 주소이고, 0xFF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를 

위한 주소이다. 슬레이브 장치의 주소(고유코드)는 0x01부터 0xFE까지의 영역에서 위 슬레이브 장치 자신이 동적으

로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동적으로 생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위 0x01부터 0xFE까지의 범위내에서 임

의의 값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이와 같이 장치들의 주소(고유코드)를 동적으로 생성시키는 이유는 현재의 디지털 가전 장치의 상당수가

다른 장치와 구별되는 물리적인 주소 또 는 고유코드 (ID)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ID) 정보를 얻는 과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

고 있다. 여기서 마스터 장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에게 MSG_PING을 보내고, 이를 수신한 슬

레이브 장치는 자신의 주소(고유코드, ID)를 위 0x01부터 0xFE까지의 범위내에서 임의의 값으로 결정하여 동적으로

생성시킨다.

그 후 MSG_PING의 응답 메시지에 실어서 마스터 장치에게 보낸다. 이때 슬레이브 장치의 주소(ID, 고유코드)의 생

성은 동적으로 변화되는 값이어야 한다.

그 후 마스터 장치는 위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수신받은 응답 메시지를 분석하여 위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코드(ID

, 주소)들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중복되는 주소(고유코드, ID)가 발견되면, 해당 고유코드

를 Dest.ID로 하여 MSG_PING을 다시 전송한다. 그러면 중복되는 해당 고유코드를 동적으로 설정한 슬레이브 장치

들이 위 다시 전송된 MSG_PING을 받게 되고, 이들은 새로운 고유코드를 생성 한 후 위 새로운 고유코드 정보를 포함

하는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이 과정은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이 서로 다른 고유코드 값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도 22는 상기 도 21의 과정을 슈도코드(pseudo code)로 작성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동적주소할당기능'과 관련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1. MSG_PING 메시지 : MSG_PING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디바이스들에게 자신의 고유코드를 생성하여 마스터 장

치에게 알리라는 의미를 갖는 메시지이다.

도 23은 본 발명에 따른 MSG_PING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MSG_PING의 시스

템 기능 ID(System Operation ID)는 0x04이다. 이러한 MSG_PING은 브로드캐스트(broadcast)될 수도 있고, 멀티

캐스트(multicast)될 수도 있다. 즉, PING은 슬레이브 장치들의 주소가 결정되기 전에 보내는 메시지로 다수 디바이

스가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들의 ID를 Dest ID로 할당하여 송신되는 메시지는 멀티캐스트(multicast)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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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MSG_PING의 응답(reponse) 메시지 : MSG_PING을 수신한 디바이스는 자신의 ID를 재 생성한 후 MSG_PING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마스터 장치에 자신의 새로운 동적 고유코드를 전송한다.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MSG_PING

의 Response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도 33은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장치에서 그에 접속된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코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이다. 도 33을 참조하면, 마스터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는 슬레이브 장치들에게 자신들의 고

유코드 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명령(3301)한다. 그 후에 각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전송된 고유코드 정보를 수신(3

302)하고, 그 후에 위 수신받은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코드 정보들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3303)한다

. 위 판단 결과 수신받은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 정보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위 중복된 고유코드 정보를 

자신의 고유코드로 하는 슬레이브 장치로 새로운 고유코드를 발생시켜 전송하여 줄 것을 명령(3304)하고 위 3302 단

계로 이동한다.

한편, 위 판단결과 수신받은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 정보에 중복되는 것 이 없는 경우에는 각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코드 정보를 저장(3305)한다.

도 34는 본 발명에 따른 슬레이브 장치에서 동적 고유코드( 동적 ID )를 발생시켜 마스터 장치에 제공하는 과정을 나

타낸 순서도 이다. 도 34를 참조하면, 먼저 접속된 마스터 장치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3401)한다. 그 후 위에서

수신된 메시지가 자신의 고유코드 정보를 전송하라는 명령인지 여부를 판단(3402)한다. 위 판단결과 고유코드 정보

를 전송하라는 명령인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코드를 일정한 범위의 값 중에서 임의로 발생시켜(동적 발생) 위 마스터 

장치에 전송(3403)하고 위 참조번호 3401 단계로 이동한다.

한편, 위 판단결과 고유코드 정보를 전송하라는 명령이 아닌 경우에는 위 수신된 메시지의 내용에 대응되도록 처리(3

404)한 후에 위 참조번호 3401 단계로 이동한다.

세 번째 기능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슬레이브(Slave) 장치들의 기종과 그들 간의 연결 상

태를 마스터 장치에서 인식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슬레이브 장치의 종류와 제품 번호뿐만 아니라, 슬레이브 장치

들의 출력 단 및 입력 단간의 연결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

마스터 장치가 위에서 살펴본 동적주소할당기능을 통하여 슬레이브 장치들 을 발견하고, 각 슬레이브 장치들에 고유

코드를 할당시킨 후에는 각 슬레이브 장치들의 명세를 파악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슬레이

브 장치의 종류, 제품번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오 디오 또는 비디오 신호선과 같은

소정의 신호선의 연결 상태까지도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의 관리항목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위 항목 중 플러그 종류의 enumera

tion 값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0x00: 독립 장치 (isolated device): 입출력 플러그가 없다.

0x01: 출력 장치 (source device): 출력 플러그만 가지고 있다.

0x02: 입력 장치 (sink device): 입력 플러그만 가지고 있다.

0x03: 입출력 장치 (combo device): 입출력 플러그 모두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슬레이브 장치들의 명세 정보는 상태 설정 제어 메시지로 얻어올 수 있다. 각 슬레이브 장치별 세부적인 명

세정보는 본 발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그에 대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다만, 위 세부적인 명

세정보는 해당하는 슬레이브 장치를 공급하는 자(Vendor) 혹은 관련 단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에는 슬레이브 장치들간 신호 케이블 연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슬레이브 장치들간 연결 정보를 파악하는 

기능은 다음 사항이 충족된 경우에 수행될 수 있다.

첫째, 출력 플러그를 가진 슬레이브 장치의 경우 마스터 장치가 위 슬레이브 장치의 신호 출력을 On/Off 제어 할 수 

있다.

둘째, 출력 플러그를 가진 슬레이브 장치가 출력 신호를 내보낼 때는 모든 출력단자에서 동일한 신호가 출력된다.

셋째, 입력 플러그를 가진 슬레이브 장치의 경우 어떤 입력 단자로 신호가 입력되는지 감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마스터 장치가 출력단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슬레이브 장치에게만 신호를 출력하게 

하면, 이와 연결된 입력 단자를 갖는 슬레이브 장치가 위 출력된 신호가 위 입력단자로 입력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위 입력 단자를 갖는 슬레이브 장치에서 위 마스터 장치로 위 출력된 신호가 자신의 입력단자로 입력되

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 마스터 장치는 위 출력단자를 갖는 슬레이브 장치와 위 입력단자를 

갖는 슬레이브 장치간에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관계 정보를 생성시키는 과정을 슈도코드(pseud

o code)로 작성한 바람직한 실시예이며, 도 27은 1개의 출력 장치(source device), 2개의 입력 장치 (sink device), 

1개의 입출력 장치 (combo device)가 연결된 상황을 가정하고, 위 도 26의 과정을 통하여 위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관계 정보를 얻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관계 정보를 얻는 기능과 관련된 메시지로는 MSG_SIG_ON/OFF 메시

지가 있으며, 도 28은 본 발명에 따른 MSG_SIG_ON/OFF 메시지 템플릿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도 35a 및 35b는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들의 연결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

의 순서도를 보이고 있다. 도 35a를 참조하면, 마스터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는 슬레이브 장치의 목

록을 위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3501)한다. 그 후에 위 목록의 첫 번째 슬레이브 장치에 플

러그 타입 정보를 전송할 것을 명령(3502)한다. 그리고 위 슬레이브 장치로부터 플러그 타입 정보를 전송받아 저장(3

503)한다. 그 후에 위 목록의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플러그 타입 정보를 얻었는지 확인(3504)한다. 위 확인 결

과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플러그 타입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위 목록의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슬레이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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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프러그 타입 정보를 전송할 것을 명령(3505)하고 위 참조번호 3503으로 이동한다.

한편, 위 확인결과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의 플러그 타입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위 플러그 타입 정보에 기초하여 위의 

전체 슬레이브 장치들 중에서 출력단자를 가지고 잇는 슬레이브 장치들의 목록인 제1목록 및 입력단자를 가지고 있는

슬레이브 장치들의 목록인 제2목록을 작성(3506)한다. 그 후에 제1목록의 첫 번째 슬레이브 장치에 출력단자로 소정

의 신호를 출력할 것을 명령(3507)한다.

이하에서는 도 35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그 후에 제2목록의 첫 번재 슬레이브 장치에 입력단자로 입력되는 신호가 

있는지 여부를 전송해 줄 것을 명령(3508)한 후에 입력신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인 입력신호정보를 수신(3509

)받는다. 그 후에 위 입력신호 정보에 기초하여 신호를 출력하는 슬레이브 장치와 신호를 입력받는 슬레이브 장치간

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정보를 생성시킨다.

그 후에 제2목록에서 입력신호 정보를 전송받을 슬레이브 장치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3511)한다. 위 확인결과 입

력신호 정보를 전송받아야 할 슬레이브 장치가 더 있는 경우에는 제2목록 상의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슬레이브 장치

에 입력 신호 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명령(3512)하고 위 참조번호 3509로 이동한다.

한편, 위 참조번호 3511 단계의 확인결과 위 입력신호 정보를 전송받을 슬레이브 장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

1목록에서 소정의 신호를 출력할 슬레이브 장치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3513)하여 해당하는 슬레이브 장치가 더 

있는 경우에는 제1목록에서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슬레이브 장치에 소정의 신호를 출력할 것을 명령(3514)하고 위 

참조번호 3508번 단계로 이동한다. 그러나 위 참조번호 3513의 확인결과 해당하는 슬레이브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종료하게 된다.

네 번째 기능은 마스터 장치가 슬레이브 장치들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이다. 현재 많은 가전 기기들의 기능은 리

모컨 키(key) 값과 매핑 되어 있다. 따라서 원격 제어의 코드로는 리모컨 키(key)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리모컨 키(key) 값을 이용하여 마스터 장치가 슬레이브 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와 관

련된 메시지는 장치제어 메시지 템플릿에 따라 메시지가 정의되며, 명령어는 제어되는 슬레이브 장치의 리모컨 키(ke

y) 값이 사용된다.

도 36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기능적 블록도로 보이고 있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네트

워크는 하나의 마스터 장치(361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3620, 3630, ...)들이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

크이다. 위 마스터 장치(3610)는 송신부(3611), 수신부(3612), 메시지 생성부(3613), 연결상태분석부(3614), Slave 

ID 관리부(3615)를 구비하고 있다.

송신부(3611)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의 슬레이브 장치(3620)의 수신부(3621)와 접속되어 있으며, 위 슬레이브 

장치(3620)의 수신부(3621)를 통하여 메시지 생성부(3613)에서 생성된 메시지들을 슬레이브 장치들(3620, 3630,...

)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신부(3612)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의 슬레이브 장치(3620)의 송신부(3622)와 직접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슬

레이브 장치(3620)의 송신부(3622)를 통하여 슬레이브 장치들(3620, 3630)로부터 전달되는 응답메시지 등을 수신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메시지 생성부(3613)는 위 송신부(3611)로 전송할 메시지를 앞서 살펴본 메시지의 종류별 구조에 따라서 생성시키

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결상태분석부(3614)는 위 슬레이브장치(3620, 3630,..)들의 플러그 타입 정보를 얻고, 출력단자를 갖는 슬레이브 

장치에 소정의 신호를 출력하도록 명령한 후에 입력단자를 갖는 슬레이브 장치들에 위 출력된 신호가 입력되는지 여

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lave ID 관리부(3615)는 위 슬레이브 장치들(3620, 3630...)에 고유코드를 전송하여 줄 것을 명령하고, 위 슬레이브

장치들(3620, 3630,...)로부터 전송받은 고유코드들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되는 고유코드들이 있는 경

우에는 중보되는 고유코드를 갖는 슬레이브 장치들에 새로운 고유코드를 전송받아 위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코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 슬레이브 장치(3620)들은 수신부(3621), 송신부(3622), 메시지 생성부(3623), 입출력부(3624), 동적 ID 관리부(

3625)를 구비한다.

수신부(3621)는 하나의 마스터 장치(3610)의 송신부(3611)와 하나의 다른 슬레이브 장치(3630)의 수신부(3631)에 

접속하거나 또는 다른 두 개의 슬레이브 장치의 수신부들에 접속되며, 위 마스터 장치의 송신부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슬레이브 장치의 수신부를 통하여 위 마스터 장치의 송신부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위 수신함 메시지에 포함된 수신 장치의 주소값을 분석하여 위 메시지가 자신에게 전송된 것이지 여부도 판단한다.

송신부(3622)는 메시지 생성부(3623)에서 생성된 메시지를 위 마스터 장치의 수신부(3612)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때 마스터 장치에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슬레이브 장치의 송신부를 통하여 위 마스터 장치

에 전송한다.

메시지 생성부(3623)는 위 마스터 장치로부터 전송받은 메시지에 대하 응답 등에 필요한 메시지를 앞서 살펴본 메시

지의 종류별 구조에 따라서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입출력부(3624)는 출력단 또는 입력단을 구비하며, 위 마스터 장치로부터 소정의 신호를 출력단으로 출력하라는 명

령에 따라서 위 신호를 출력하거나 다른 슬레이브 장치의 출력단으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입력단으로 입력받아 이를 

위 마스터 장치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동적 ID 관리부(3625)는 위 마스터 장치로부터 고유코드를 전송하라는 명령 을 받으면, 소정의 범위내의 값 중 임의

의 값을 선택하여 자신의 고유코드값으로 하여 위 마스터 장치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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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구조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여러 수단을 통하여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

독 매체(예를 들면, 씨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

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디지털 가전 기기에 기본적인 외부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RS-232와 같은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위 네트워크에 접속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

다. 또한 위 네트워크에 접속된 장치들간에 적용될 수 있는 통신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다수 장치들간의 연동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마스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고유코드 정보를 전송할 것과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구비된 출력단자로 소정의 신호를 출

력할 것 및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구비된 입력단자들에 상기 소정의 신호가 입력되는지 여부에 에 관한 정보를 전

송하여 줄 것을 명령하는 메시지를 생성시키는 메시지생성부;

상기 생성된 메시지를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전송하는 송신부;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상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응답신호를 전송받는 수신부; 및

상기 응답신호 중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코드 정보의 중복여부를 점검하고 저장하는 SLAVE ID 관리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신호 중 상기 신호를 출력하는 슬레이브 장치와 상기 신호를 입력 받는 슬레이브 장치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정보인 연결정보를 발생시키는 연결상태 분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터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 및 수신부는

RS-232 포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터 장치.

청구항 4.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마스터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장치로부터 소정의 명령을 수신받으며, 상기 수신받은 명령을 다시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로 전송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받은 명령에 대한 응답을 상기 마스터 장치에 전송하거나,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에서 상기 마스터 

장치로 전송하는 상기 명령에 대한 응답을 수신받아 상기 마스터 장치로 전달하는 송신부;

상기 수신받은 명령에 대응되는 상기 마스터 장치에 전송할 응답정보를 발생시키는 메시지 생성부;

상기 수신받은 명령이 고유코드 정보를 전송하라는 것인 경우에 임의의 수를 발생시켜 고유코드를 생성시켜 메시지 

생성부에 제공하는 동적 ID 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레이브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받은 명령이 소정의 신호를 출력단으로 출력하라는 것인 경우에 상기 신호를 출력하거나, 외부로부터 입력

되는 신호를 입력받는 입출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레이브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는

상기 마스터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제1수신단 및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제2수신단을 구비하

며, 상기 제1수신단과 제2수신단은 상호 접속되어 있어서 상기 마스터 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가 제2수신단을 통하

여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레이브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는

상기 마스터 장치 또는 앞 단의 슬레이브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제1송신단 및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와 접속

되어 있는 제2송신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1송신단과 제2송신단은 상호 접속되어 있어서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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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부터 전송받은 신호가 제1수신단을 통하여 상기 마스터 장치 또는 앞 단의 슬레이브 장치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슬레이브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 및 수신부는

RS-232 포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레이브 장치.

청구항 9.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고유코드 정보를 전송할 것과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구비된 출력단자로 소정의 신호를 출

력할 것 및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구비된 입력단자들에 상기 소정의 신호가 입력되는지 여부에 에 관한 정보를 전

송하여 줄 것을 명령하는 메시시를 생성시키는 메시지생성부, 상기 생성된 메시지를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에 전송하

는 송신부,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상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응답신호를 전송받는 수신부, 상기 응답신호 중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코드 정보의 중복여부를 점검하고 저장하는 SLAVE ID 관리부를 포함하는 마스터 장치;

및

상기 마스터 장치로부터 소정의 명령을 수신받으며, 상기 수신받은 명령을 다시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로 전송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받은 명령에 대한 응답을 상기 마스터 장치에 전송하거나, 상기 다음 단의 슬레이브 장치에서 상기 

마스터 장치로 전송하는 상기 명령에 대한 응답을 수신받아 상기 마스터 장치로 전달하는 송신부, 상기 수신받은 명

령에 대응되는 상기 마스터 장치에 전송할 응답정보를 발생시키는 메시지 생성부, 상기 수신받은 명령이 고유코드 정

보를 전송하라는 것인 경우에 임의의 수를 발생시켜 고유코드를 생성시켜 메시지 생성부에 제공하는 동적 ID 관리부

를 포함하는 슬레이브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10.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와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과 접속되어 있는 마스터 장치에서 상기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서,

(a) 상기 접속된 슬레이브 장치들에 자신의 고유코드를 전송하여 줄 것을 명령하는 단계;

(b)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의 고유코드 정보를 전송받는 단계;

(c) 상기 전송받은 고유코드들이 상호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판단결과 중복되는 고유코드들이 없는 경우 상기 전송받은 고유코드들을 상기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터 장치의 고유코드 관리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판단결과 중복되는 코드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중복되는 고유코드를 전송한 슬레이브 장치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기 (a) 이후의 단계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터 장치의 고유코드 관리방법.

청구항 12.
마스터 장치 및 상기 마스터 장치와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에서 자신의 고유코드를 동적으

로 발생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마스터 장치로부터 고유코드 정보를 전송하라는 명령을 전송받은 단계;

(b) 임의의 수를 발생시켜 고유코드로 설정하는 단계;

(c) 상기 발생된 고유코드 정보를 상기 마스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레이브 장치의 고

유코드 관리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d) 상기 마스터 장치로부터 새로운 고유코드를 전송하라는 명령을 수신받는 단계;

(e) 상기 (b) 이하의 단계들을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레이브 장치의 고유코드 관리방법.

청구항 14.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장치들에 접속되어 있는 마스터 장치에서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되어 있는 정

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 각각이 입력 또는 출력 단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따른 플러그 타입정보를 상기 슬레이브 장

치들로부터 읽어오는 단계;

(b) 상기 플러그 타입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 중 출력 단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 장치를 

선정하는 단계;

(c) 상기 선정된 슬레이브 장치의 출력단으로 소정의 신호를 출력할 것을 상기 선정된 슬레이브 장치에 명령하는 단

계;

(d)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 중 입력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로부터 상기 신호가 입력되는지 여부에 관

한 입력정보를 순차적으로 읽어오고, 상기 입력정보에 따라 상기 선정된 슬레이브 장치와 상기 입력단을 가진 슬레이

브 장치들간의 연결된 상태에 관한 연결정보를 생성시키는 단계;

(e) 상기 플러그 타입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슬레이브 장치들 중 출력 단을 가지고 있는 슬레이브 장치들 중 상기 선정

된 슬레이브 장치를 제외한 모든 슬레이브 장치에 대하여 상기 (b) 단계부터 상기 (d) 단계를 수행하여, 상기 출력단을

구비한 모든 슬레이브 장치와 입력단을 구비한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간의 연결정보를 생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레이브장치간의 연결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5.



등록특허  10-0440969

- 12 -

제10항 내지 제14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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