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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텔레비전전화 감시시스템

(57) 요약

조작대(16)에 접속된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와,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에 접속된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를 구비한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으로서, 조작대(16)에는, 침입자를 감지하기 위한 적외선 센서(17)와,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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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속하는 카메라의 시야를 움직이는 변위수단과, 카메라의 조도보충용 라이트와, 집음마이크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

(18)로부터 송신되어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의 이어폰 단자를 거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스피커와, 조작측 텔레비전전

화(18)의 전화번호 또는 착신음을 기록해 두는 설정치 축적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와 상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와 통신망을 통해 접속된 조작측 텔레비전전화 및 상기 감시측 텔레비젼

전화가 거치되는 조작대로 이루어진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으로서,

상기 조작대는,

침입자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와, 상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에 부속하는 카메라의 시야를 움직이는 변위수단과, 집음 마이

크와, 상기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로부터 송신되어 상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이어폰단자를 거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스

피커와, 상기 조작측 텔레비전전화의 전화번호 또는 상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착신음을 기록해 두는 설정치축적부와,

상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착신음을 감지하는 음성마이크와, 상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착신음을 식별하는 음성인식

부를 구비하고,

상기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로부터 발호되는 때의 상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개별 착신음을 기억하는 것에 의해, 특정한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번호에 대응되는 개별착신음을 패스워드로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

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대가 더욱, 카메라조도 보충용 라이트를 구비한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대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로부터 송신되어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이어폰단자

를 거친 음성신호를, 상기 변위수단용 또는 상기 카메라조도보충용 라이트용의 조작신호로서 식별하는 음성인식부를 가진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조작측 텔레비전전화가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인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가 적외선 센서인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 또는 스피커, 혹은 이들 모두가 상기 조작대로부터 떨어져 설치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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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대가 인형, 봉제 인형 또는 장식물의 형상을 하여 이루어지는 텔레비전전화감시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대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로부터의 착신음을 감지하는 음성마이크와, 해당 착신

음을 식별하는 음성인식부를 가진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대가 더욱, 상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내장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회로

와, 해당 충전회로를 온·오프하는 스위치를 가진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텔레비젼전화를 이용한 감시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복수대의 휴대형 텔레비전전화를 사용하여 빈집 등으

로의 침입자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부터, 텔레비전전화 등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은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개 2002-84531호 공보에는,

부재시의 사무실이나 가정의 상황을, 다수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1대의 이동형 로봇카메라로 센터로부터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으로서, 센터측에, 텔레비전전화 등의 통신단말과 원격조종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자의 집에, 센터측의 통

신단말과 공중망을 통해 접속된 텔레비전전화 등의 통신단말과, AV 튜너와 송신기와 이동형 로봇카메라를 설치하여, 센터

측의 원격조종장치에 의해, 통신단말, 공중망, 통신단말, 송신기를 통해, 사용자의 집의 이동형 로봇카메라를 원격조종하

여, 이 이동형 로봇카메라에 의한 AV 정보를, AV 튜너, 통신단말, 공중망을 통해, 센터측의 통신단말로 모니터하는 원격조

종이동형 감시로봇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카메라·마이크부를 제어하기 위한 설비(이동형 로봇카메라)를 비롯하여, 제어측, 비제어측에 많은 설비

가 필요하고, 다액의 설비투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휴대전화의 진화에 따라, 일본 특허공개2002-57808호 공보에는, W-CDMA 등의 고전송능력의 차세대통신방식을

사용한 실시간 화상전송을 하는 텔레비전전화기능을 구비하고, 원격감시 모니터나 원격의료용의 간이 모니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가 개시되어 있다. 해당 휴대전화기로는, 접속처에 대하여 카메라의 제어요구를 하는 측은 각종 키조작

등에 의해 제어부에서 생성된 제어 명령을 무선송수신부로 전송하고, 안테나로부터 무선상으로 송신한다. 카메라가 제어

되는 측에서는 안테나 및 무선송수신부를 통해 수신한 제어명령을 제어부로 해석하여, 각 명령에 대응한 동작을 한다. 외

부 I/O부는 제어부로부터 보내져 온 제어데이터에 의해서, 카메라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공개2002-57808호 공보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통화상대방에 대하여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특정한 제어신호를

송신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탑재한 제품끼리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여, 범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상기 공보에 기재된 발명에서는, 제어대상측으로부터 패스워드 등의 인증요구를 한 뒤에 제어의 허가 또는 금

지를 하고 있지만, 패스워드 등의 인증으로는 해킹의 가능성이 있고, 신뢰성이 저하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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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상의 안전성이 점차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과 자기책임적정신의 보급을 배경으로, 경제적이고 또한 간편한

기기에 의해 구성된 감시시스템으로서, 간단한 조작으로 개인적으로 누구나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제공

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를 접속한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에 있어서, 감시측 텔레비전전

화가, 침입자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와,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에 부속하는 카메라의 시야를 움직이는 변위수단과, 집음(集

音) 마이크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로부터 송신되어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이어폰단자를 거친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스피

커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의 전화번호 또는 착신음을 기록해 두는 설정치축적부를 구비한 조작대에 접속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 조작대는 더욱, 카메라 조도 보충용 라이트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조작대는,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로부터 송신되어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이어폰단자를 거친 음성신호를, 상기 변위수

단용 또는 상기 카메라 조도 보충용 라이트용의 조작신호로서 식별하는 음성인식부를 가진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는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센서는 적외선 센서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라이트 및/또는 스피커는 상기 조작대로부터 떨어져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조작대는 인형, 봉제인형 또는 장식물의 형상을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조작대는,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로부터의 착신음을 감지하는 음성마이크와, 해당 착신음을 식별하는 음성인식부를 가

진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조작대가 더욱, 상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의 내장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회로와, 해당 충전회로를 ON·OFF하

는 스위치를 가진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관한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감시시스템을 개인의 빈집에 적용한 이용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고, 빈집(11)에는, 본 감시시스템을 구체

화한 감시장치(10)가 설치되어, 그 좌우양측에는 그 이용요구를 떠올리는 이용자(12)와, 본 감시시스템도입 후의 이용자

(13)가 도시되어 있다. 이용자(12)는, 예를 들면, '최근에 방에 누군가가 침입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아무것도 도난당

하지 않았고, 증거도 없으니까, 경찰에도 신고하기도 어려운가 하면, 경비회사와 계약할 것까지는 없고….'와 같은 것을 생

각하고 있다.

감시장치(10)는,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가 내장된 동물형 장식물(호랑이의 형상을 한 봉제인형)(15)과,

동물형 장식물(15)을 회전시켜 휴대전화(14)에 부속하는 카메라(도시하지 않음)의 시야를 변화시키는 위한 조작대(16)로

구성되어 있다. 조작대(16)는 침입자를 감지하기 위한 적외선 센서(17)를 구비한다.

도 1에 있어서 본 감시시스템도입후의 이용자(13)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본 감시시스템을 원격조작하는 측의 텔레비전전

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8)이고, 이용자(13)는, 예를 들면, '이것으로, 무언가 방에 이상이 있으면, 텔레비전전화로 통

보해주고, 이쪽으로부터도 몇 시라도 접속이 가능하여, 안심, 안심….'이라고 안도하고 있다.

본 감시시스템에 있어서,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 18)는, 휴대전화기능이 부착된 텔레비전전화라도 좋

고, 또한, 동물형 장식물(15)은 휴대전화(14)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물, 인형, 기타, 형상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적외선 센서(17)는, 감시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음성 센서, 거리 센서 등의 각종 센서스위치를 대

신하여, 혹은 적외선 센서(17)와 병용할 수가 있다.

감시장치(10)는, 빈집(11)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금통장의 수납장소 등, 침입자의 침입이 가장 걱정되는 장소를 적외선

센서(17)의 감지범위로서 설치되고, 감시장치(10)의 통보처는 미리 설정해 둔다. 침입자가 적외선 센서(17)의 감지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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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면, 감시장치(10)는 이용자(13)가 가진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8)에 접속하여, 영상 및 음성을 송신

한다. 통보를 받은 이용자(13)는, 카메라위치에 의해서 침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조작대(16)를 후술하는 원격조작

방법에 의해 상하좌우로 회전시켜, 카메라의 영상범위를 변화시킨다. 또한, 야간 등의, 카메라조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

조용 라이트를 점등시키거나, 또는, 본 시스템의 통화기능을 사용하여, 이용자(13)의 육성을 감시장치(10)로부터 출력하

는 것도 가능하다. 또, 침입자에게 감시장치(10)가 인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기 라이트나 스피커는, 감시장치(10)로

부터 무선 내지 유선으로 제어가능한 별개의 기기로서, 떨어져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

된 휴대전화(14)의 능력에 의해, 정지화상 등을 촬영, 송신가능하면, 전환조작에 의해 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도 2는, 감시장치(10)의 동물형 장식물(15) 또는 조작대(16)에 내장되는,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를 제

어하기 위한 블록구성도(220)를 중심으로 하여, 아울러, 텔레비전전화용 카메라(210)를 구비한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

된 휴대전화(14)가 도시되어 있다. 블록구성도 (220)에는, 감시장치(10)의 제어를 전용으로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내포한

마이크로컴퓨터(컨트롤유니트부)(221)를 포함하는 제어기판의 블록도(222)와 그 제어되는 기기군으로 나누어 도시되어

있다.

제어기판의 블록도(222)는, 상기 마이크로컴퓨터(컨트롤유니트부)(221)를 중심으로 하여, 도면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스피커(223)에 접속되어, 이용자(13)의 육성 또는 후기(後記)하는 음성축적부(254)에 미리 등록해 두는 음성을 출력하기

위한 스피커 앰프(224), 집음 마이크(225)에 의해 실내의 소리를 골라내어, 송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력조정을 하는 마이

크 앰프(226), 송신처설정 등, 각종 설정시에 필요한 액정화면(227)과 그 I/O부(228), 송신처설정 등, 각종 설정시에 필요

한 키보드(229)와 그 I/O부(230), 해당 각종설정에 의한 설정치를 축적저장하는 설정치축적부(231), 이들 기기전반에 상

용전원으로부터 전원공급하는 전원플러그(232)와 교류를 직류화하기 위한 정류회로(233), 정전 등의 예측불허의 사태를

위한 백업배터리(234), 접속회로 또는 기기에 필요한 전압조정을 하는 전원회로(235), 마이크로컴퓨터(컨트롤유니트부)

(221)의 제어에 의해 충전회로의 ON·OFF를 실행하는 스위치(236),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에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회로(237),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의 외부접속단자부분과 감시장치(10)

를 접속하는 접속 어댑터(238)와 그 I/O부(239),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에의 착신을 감지하는 음성마

이크(240)와 그 I/O부(241), 그 착신음을 식별하는 음성인식부(242)와 디지털회로를 대상으로 신호변환을 하는 AD 변환

부(243), 침입자를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17)와 그 I/0부(245), 동물형 장식물(15)을 상하 및/또는 좌우로 회전시키는 조

작대(16)와 그 I/0부(247), 카메라조도보충용 라이트(248)와 그 I/O부(249),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의

마이크이어폰단자와 감시장치(10)를 접속하는 플러그(250), 마이크로컴퓨터(221)의 제어에 의해 접속처의 전환을 실행하

는 전환기(251),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의 이어폰단자로부터의 음성을 식별하는 음성인식부(252)와 디

지털회로를 대상으로 신호변환을 하는 AD 변환부(253), 마이크로컴퓨터(221)의 제어에 의해 스피커(223)에 음성을 출력

할 때 또는 통보처 휴대전화에 음성통지를 할 때의 음성을 축적하는 음성축적부(254)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계속해서, 도 3∼도 5에 나타내는 처리흐름도를 사용하여, 상기 도 2에 나타내는 블록구성도에 맞추어, 본 텔레비전전화감

시시스템의 작용을 설명한다. 우선, 도 3에 나타내는,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가 접속된 감시장치(10)와 통보를 받는 조

작측 텔레비전전화(18) 사이의 각 처리를 병렬기재한 흐름도에 의해 알림처의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8)

로의 알림처리순서를 설명한다.

감시장치(10)에서는, 적외선 센서(17)가 침입자의 침입을 감지하여(311), 그 I/O부(245)를 통하여 마이크로컴퓨터(컨트

롤 유니트부)(221)에 통지한다. 이 통지를 받아들인 마이크로컴퓨터(221)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설정치축적

부(231)로부터 읽어내어, 접속어댑터(238)와 그 I/O부(239)를 통하여 텔레비전전화를 건다(312). 마이크로컴퓨터(221)

는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와 접속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313), 통화중인 경우 또는 소정회수(N)를 콜하여도 접속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접속을 한다(314, 315).

상기 호출을 받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에서는, 그 접속버튼을 눌러 접속한다(321).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는 접속

확인 후, 텔레비전전화기능에 의한 영상 및 음성의 송신을 시작하고(316),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는 그 영상 및 음성을

수신, 표시한다(322).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의 영상을 확인한 이용자(13)는, 후술하는 사용방법에 의해(323), 감시장치(10)의 각종기기를 동

작시킬 수 있다(317). 예를 들면, 카메라(210)의 시야를 임의의 방향으로 바꿀 때에는,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로부터의

조작신호는,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에 음성신호로서 수신되어, 플러그(250)를 통하여 음성을 식별하는 음성인식부

(252)로 보내지고, 그 후 디지털회로를 대상으로 신호변환을 하는 AD 변환부(253)에 의해 디지털신호화되어, 마이크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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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221)에 도달한다. 이 신호를 받은 마이크로컴퓨터(221)는, 조작대(16)를 움직이는 I/O부(247)에 대하여 해당신호내

용을 지시하여, 지시를 받은 I/O부(247)가 조작대(16)를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하여, 조도부족시의 보충용 라이트(248)와

그 I/O부(249)도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로부터의 조작신호에 의해서 제어된다.

또한, 이용자(13)가 외출처로부터 침입자에 대하여 육성에 의한 음성출력을 원하는 경우, 후기의 조작에 의해 같은 음성신

호가 송신되고, 그것을 받은 마이크로컴퓨터(221)는, 접속처의 전환을 실행하는 전환기(251)로 지시하여, 육성을 출력하

기 위한 스피커 앰프(224)측에 일시 전환하여, 스피커(223)에 음성출력한다. 여기서 '일시'란, 타이머컨트롤방식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

도 2에 나타낸 집음 마이크(225)와 그 I/O부(226)의 역할은, 양 텔레비전전화(14, 18)의 접속중에, 감시장치(10)가 설치된

장소의 모든 음성을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에 송신하는 것에 있다.

이들 조작을 완료하여, 감시시스템을 통보상태로부터 원래의 감지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로

부터 후술하는 사용방법에 의해 OK 신호를 송신하는 것에 의해(324), 상기 각종기기조작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컴퓨터

(221)가 감시장치(10)를 '감지상태'로 되돌린다(318). 그래서, 이용자(13)는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의 절단버튼을 눌러

종료한다(325).

또, 도 3에 나타낸 통보처리조작시에는, 마이크로컴퓨터(컨트롤유니트부)(221)에 의해, 적외선 센서(17) 및 착신을 감지

하는 음성마이크(240)는, OFF 상태로 되어 있다.

다음에, 도 4를 참조하면서 본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에 있어서의 통보처의 전화번호의 설정방법을 설명한다. 도 4는,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가 접속된 감시장치(10)와, 통보를 받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 사이의 각각의 처리를 병렬로

기재한 흐름도이고, 도면의 왼쪽에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 또

한, 도 2에서 설명한 액정화면(227), 키보드(229)의 이미지가 도시되어 있다.

전화번호의 설정시에 이용자(13)는 먼저, 감시장치(10)의 키보드(229)의 '전화'버튼을 누른다(421). 다음에, 접속처로서

설정예정의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로부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를 호출한다(411).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에 착신

음이 울리고(422), 그 화면에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면서 동시에, 감시장치(10)의 액정화면(227)에도 같은 전화번호

가 표시된다(423). 이 흐름을 도 2에서 설명하면, 키보드(229)의 키 '전화'를 누르면, 그 신호는 I/O부(230)를 거쳐 마이크

로컴퓨터(221)로 도달된다. 이 신호를 받아들인 마이크로컴퓨터(221)는, 접속 어댑터(238)와 그 I/O부(239)로부터 착신

전화번호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이것을 수신한 후, 바로 액정화면(227)에 표시시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도 4로 되돌아가, 이용자(13)는, 표시된 착신번호가 접속처로서 설정예정의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로부터인 것을

확인한 후(424), 키보드(229)의 'OK'버튼을 눌러(426), 이 전화번호의 기억을 지시한다. 이것을 받은 마이크로컴퓨터

(221)는, 이 전화번호를 설정치축적부(231)에 기록하여(427), 정상으로 기록된 경우는 '설정종료안내'를 표시하고(429),

기록에 실패한 경우는 '설정실패안내'를 각각 액정화면(227)에 표시시켜(430), 처리를 종료한다. 한편, '설정실패안내'가

표시된 경우(430)에는, 이용자(13)는 다시, 이 설정순서를 반복하게 된다. 상기 표시후,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는, 절단

버튼을 누름으로써(412) 종료하여 지장이 없다. 또한, 이 '전화번호의 설정'은, 키보드(229)로부터 직접 입력하여도 좋다.

다음에, 상기 방법과는 반대로, 임의의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로부터의 지정에 의해, 자기를 조작처로서 설정하는 방법

을, 도 5에 나타내는 흐름도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이 설정방법은, 휴대전화 등에 구비되어 있는 '특정전화번호의 개별착

신음기능'을 패스워드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처음에, 이용자(13)가 감시장치(10)의 키보드(229)의「착음」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해(521), 감시장치

(10)를 착신음의 기억모드로 한다. 감시장치(10)의 액정화면(227)에는, '착신음기억중'의 안내가 표시된다(523). 다음에,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로부터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를 호출한다(511).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에 착신음이 울리고

(522),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의 화면에 상대편의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이 흐름을 도 2에서 설명하면, 키보드(229)의

키 '착음'을 누르면, 그 신호는 I/O부(230)를 거쳐 마이크로컴퓨터(221)로 도달된다. 이 신호를 받아들인 마이크로컴퓨터

(221)는, 착신을 감지하는 음성마이크(240)와 그 I/O부(241)로부터 착신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게 되는 것

이다.

다시 도 5로 되돌아가, 착신음을 받은 마이크로컴퓨터(221)는, 그 착신음을 설정치축적부(231)에 기록하여(524), 정상으

로 기록된 경우는 '설정종료안내'를 표시하고(526), 기록에 실패한 경우는 '설정실패안내'를 각각 액정화면(227)에 표시시

켜(525), 이용자(13)에 의한 확인의 'OK'버튼의 입력(527)을 기다려 처리를 종료한다. 또, '설정실패안내'가 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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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에는, 이용자(13)는 다시, 이 설정순서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표시후,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는, 절단버튼

을 누름으로써(512) 종료하여 지장이 없다. 상기 설정에 의해, 이후,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와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

사이의 상호호출이 가능해져, 어느 쪽이 호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감시장치(10)의 조작이 가능하다.

다음에, 도 6을 사용하여, 조작측 텔레비전전화(18)로부터 감시장치(10)를 조작하기 위한 컨트롤신호의 입력방법을 설명

한다. 도 6에는, 감시장치(10)가 원격 조작되고 있는 상태의 이미지(610)와, 3종류의 컨트롤신호의 입력방법, 즉, ①조작

측 텔레비전전화(18)의 다이얼 키(18a)로부터의 입력, ②전용발신기(630)의 이용, ③이용자(13)자신의 발성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어느 입력방법에 있어서나, 감시측 텔레비전전화(14)는 '음성'에 의해 수신하지만, 상기 ③이용자 자신의 발성으로는,

긴급시에 이용자(13)가 당황하여 육성에 변조를 초래할 우려도 있어, 신뢰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①다이얼키(18a)로부

터의 입력이라도, 다이얼키(18a)로서 표시된 문자, 숫자와는 관계가 없는 조합에 의해서 컨트롤신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긴급시에는 조작의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방법에도 각기 일장일단이 있어, 사업화시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면, 모두 유효한 입력방법이 된다.

여기서는, ②전용발신기기(630)의 이용에 의한 컨트롤신호의 입력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전용발신기기(630)의 앞면에는 조작버튼군이 배열구비되고, 배면에는 도시하고 있지 않은 음성신호발생용 스피커구가 설

치된다. 조작버튼군은, 상기한 각종기기의 컨트롤방법이 할당된 버튼군(631)과, 조작대(16)를 제어하기 위한 버튼군(632)

으로 크게 구별되며, 전자의 버튼군(631)은, 감시장치(10)측에 설치된 카메라조도보충용 라이트(248)의 온오프용 버튼

(633, 633), 음성축적부(254)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위협용의 음성을 출력하기 위한 발성버튼(634), 이용자의 육성을 스

피커(223)로부터 출력하는 경우의 전환버튼(635), 텔레비전전화용 충전회로(237)의 온오프용 버튼(636), 기타 예비버튼

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스피커(223)의 전환버튼(635)은 온오프별개의 버튼으로서도 좋지만, 제어기판의 블록도(222)

의 구성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전환버튼(635)을 누른 후, 3초간은 유효, 그 후, 자동오프'라고 하는 타이머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텔레비전전화용충전회로(237)의 온오프용 버튼(636)은, 최근의 휴대전화의 충전방식이, 1회의 충전요구에 대해서

는, 한번만 충전을 하여, 충전중인 전력소비에 의해 배터리잔량이 저하하더라도, 다시 충전요구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재

충전은 하지 않기로 착안한 연구이다. 이러한 충전방식은, 과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충전회수를 억제함으로써 휴대전화의

배터리수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와 접속 어댑터(238)를 장시간 접속한

채로 충전하더라도, 적절한 충전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본 발명과 같은 빈집 등에 대한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

템에서는, 이러한 휴대전화의 충전방식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온오프용버튼(636)의 조작에 의해서 감시측 텔레비전

전화(14)를 확실히 충전하여, 배터리가 잔량이 0이 되는 상태를 피하는 것이다.

조작대(16)용의 제어버튼군(632)은, 예를 들면, 상하좌우방향회전을 위한 전용버튼(637∼640)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

조작대(16)용 제어버튼군(632)은, 죠이스틱 등에 의한 자유회전방식으로서도 좋지만, 휴대성, 가반성을 고려하면, 입체적

구조의 죠이스틱형보다도 버튼식쪽이 실용적이고, 전용발신기기(630)는 가급적으로 소형화하여, 예를 들면, 휴대전화용

스트랩의 끝에 악세사리로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이크로컴퓨터(컨트롤 유니트부)(221)내의 프로그램은, 키보드(229), 액정화면(227), 텔레비전전화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14)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버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한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시판되기 시작한 텔레비전전화기능을 가

진 휴대전화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감시시스템의 개인 빈집에의 적용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2는, 감시장치(10) 및 제어되는 기기군을 포함하는 블록구성도이다.

도 3은, 알림처 휴대전화에의 알림처리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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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텔레비전전화감시시스템에 있어서의 통보처 전화번호의 설정에 관한 처리흐름도이다.

도 5는, 개별착신음기능에 의한 통보처 설정에 관한 처리흐름도이다.

도 6은, 조작측 텔레비전전화로부터의 컨트롤신호의 입력방법을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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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686436

- 9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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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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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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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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