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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어 단말기(32)는 유일한 개별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위한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12), 및 복수의 제어 단말기(32)에 
공통인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위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13)를 구비한다.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제어 
단말기(32)에 공통으로 할당되어 그룹 제어된다. 그룹 조광을 위한 조작 단말기(31b)의 업 스위치(Sb) 또는 다운 스
위치(Sc)가 눌려질 때,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구비하는 전송 신호는 전송 제어기(30)로부터 신호선(Ls)에 전송된다. 
각각의 제어 단말기(32)는 전송 신호를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신하여 조명 부하들의 세기를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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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원격 제어 감시 시스템, 조작 단말기, 제어 단말기, 전송 제어부, 개별 제어, 동시 제어, 개별 어드레스, 동시 제어 어드
레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사용의 일례를 도시한 개략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에 따른 제어 과정을 도시한 설명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제어 과정을 도시한 설명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에 따른 제어 과정을 도시한 설명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사용의 일례를 도시한 개략도.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에 따른 제어 과정을 도시한 설명도.

도 8은 종래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도.

도 9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을 도시한 설명도.

도 10은 도 8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에 따른 제어 과정을 도시한 설명도.

도 11은 도 6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그룹 제어를 수행함에 따른 과정을 도시한 설명도.

도 12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구성의 다른 일례를 도시한 개략도.

도 13은 종래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

도 14는 도 13의 시스템에서 사용된 전송 신호의 예.

도 15는 도 13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한 설명도.

도 16은 도 13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한 설명도.

도 17은 도 13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한 설명도.

도 18은 도 13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한 설명도.

도 19는 도 13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한 설명도.

도 20은 도 13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한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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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도 2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에 따른 제어 과정을 도시한 설명도.

도 22는 도 21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에 따른 데이터 표.

도 23은 도 2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에 따른 변형된 데이터 표.

도 24는 도 23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에 따른 제어 과정을 도시한 설명도.

도 25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의 비트 맵 포맷 내의 어드레스를 도시한 설명도.

도 26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27은 도 26에서의 조작 방식을 도시한 설명도.

도 28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29는 도 28에서의 조작 방식을 도시한 설명도.

도 3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사용된 설정 조작 단말기를 도시한 블록도.

도 31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블록도.

도 32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사용된 설정 조작 단말기를 도시한 분해 투시도.

도 33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34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35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36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37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에서의 변화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38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39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40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41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에서의 변화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42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도 43a 내지 43c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시부 상에 표시되는 표시의 일례를 도시하기 위한 설명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어드레스 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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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동시 어드레스 설정부

14 : 조광 제어부

20 : 전송 처리부

21 : 전송 드라이버 회로

22 : 프로그램 플러시 메모리

23 : 데이터 메모리

30 : 전송 제어기

31 : 조작 단말기

32 : 제어 단말기

33 : 조명 기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도 8에 도시된 구성을 갖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통상적인 것이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전송 제어기(30)와 전
송 제어기(30)에 접속된 2-와이어 신호선(Ls)을 포함한다. 2-와이어 신호선(Ls)은 다중 접속부를 통해 복수의 조작 
단말기(31) 및 제어 단말기(32)에 접속된다. 도시된 예에서는 하나의 조작 단말기(31) 및 하나의 제어 단말기(32)가 
신호선(Ls)에 접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조작 단말기(31) 및 다수의 제어 단말기(32)가 신호선(Ls)에 접속
될 수 있다. 또, 도시된 예에서, 조명 부하를 포함하는 조명 기구(33)가 제어 단말기(32)에 접속되며, 조명 부하로부터 
출력되는 광의 세기는 제어 단말기(32)에 의해 지시된다. 조명 부하로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조광기(dimme
r)가 제어 단말기(32) 또는 조명 기구(33)에 설치될 수 있다. 조명 부하가 백열등인 대부분의 경우, 조광기는 제어 단
말기(32)에 설치된다. 조명 부하가 형광등과 같은 방전 램프인 경우, 조광기는 조명 기구(33)에 설치된다.
    

    
조명 부하로부터 출력되는 광의 세기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명령 및 광 출력의 세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개시하는 명
령을 수신하면, 제어 단말기(32)는 명령에 따라 광 출력의 세기를 변동시킨다. 광 세기의 변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수
신하면, 제어 단말기(32)는 명령이 수신된 시점에서 광 출력의 세기를 유지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지 두 개의 파
라미터, 즉 광 출력의 세기의 변동이 시작되는 시점 및 광 출력의 세기의 변동이 끝나는 시점만이 지시된다. 상기한 두 
시점 사이의 간격 동안에, 제어 단말기(32)는 광 출력의 세기를 자동적으로 변동시킨다. 이러한 유형의 제어 단말기를 
자동 조광 단말기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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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단말기(31)는 3개의 푸시-타입 스위치(Sa 내지 Sc)를 갖는다. 스위치(Sa)는 조명 부하의 조명 또는 소등을 지
시하고, 스위치(Sb)는 광 출력의 세기의 증가와, 증가의 개시 및 중지를 지시한다. 스위치(Sc)는 광 출력의 세기의 감
소와, 감소의 개시 및 중지를 지시한다. 감소 및 증가 조작은 스위치(Sb 및 Sc)를 사용자가 누르면 개시되고 누름을 해
제하면 중지된다.

조작 단말기(31) 및 제어 단말기(32)에는 개별 어드레스가 제공된다. 어드레스의 사용을 통해 전송 제어기(30)는 개
개의 조작 단말기(31) 및 제어 단말기(32)를 인식한다.

    
전송 단말기(30)는 도 9A에 도시된 포맷을 갖는 전송 신호(Vs)를 신호선(Ls)을 통해 전송한다. 전송 신호(Vs)는 (±
24V의) 바이폴라 시분할 멀티플렉싱된 신호로써, 신호 전송의 개시를 나타내는 동기 신호(SY), 전송 신호(Vs)의 모
드를 나타내는 모드 데이터(MD), 조작 단말기(31) 및 제어 단말기(32)를 개별적으로 호출하기 위한 어드레스 데이터
(AD), 부하(L)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데이터(CD), 전송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체크썸 데이터(CS), 조작 단말기(31) 
또는 제어 단말기(32)로부터 리턴되는 신호(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시간 슬롯으로 사용되는 신호 리턴 주
기(WT)를 포함한다. 데이터는 펄스-폭 변조를 통해 전송된다 (도 9B 참조). 각각의 조작 단말기(31) 및 제어 단말기
(32)에서, 신호선(Ls)을 통해 수신된 전송 신호(Vs)에 실린 어드레스 데이터(AD)가 프리셋 어드레스와 매칭되면, 제
어 데이터(CD)가 전송 신호(Vs)로부터 포획된다. 전송 신호(Vs)의 신호 리턴 주기(WT) 동안에, 모니터링 데이터는 
현재 모드 신호(즉, 적절한 저 임피던스 소자를 사용하여 신호선(Ls)을 단락 회로로 만듬으로써 전송되는 신호)로서 
리턴된다.
    

    
전송 제어기(30)가 조작 단말기(31) 및 제어 단말기(32)중 원하는 하나에 데이터를 전송하면, 전송 신호(Vs)의 모드 
데이터(MD)는 제어 모드로 설정되고 전송 신호(Vs)의 어드레스 데이터(AD)는 조작 단말기(31) 또는 제어 단말기(
32)의 어드레스로 설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전송 신호(Vs)는 신호선(Ls)을 통해 전송되고, 전송 신호(Vs)의 어드레
스 데이터(AD)와 그 어드레스가 매칭하는 조작 단말기(31) 또는 제어 단말기(32)는 제어 데이터(CD)를 수신한다. 
신호 리턴 주기(WT) 동안에, 제어 데이터를 수신한 단말기를 모니터링 데이터를 리턴시킨다. 전송 제어기(30)로부터 
전송된 제어 데이터(CD)와 신호 리턴 주기(WT)동안에 수신된 모니터링 데이터와의 관계를 기초로, 전송 제어기(30)
는 제어 데이터(CD)가 원하는 조작 단말기(31) 또는 제어 단말기(32)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있다. 제어 
단말기(32)가 제어 데이터(CD)를 수신하는 경우, 제어 단말기(32)는 제어 데이터(CD)에 따라 부하(L)를 제어하기 
위한 부하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조작 단말기(31)가 제어 데이터(CD)를 수신하는 경우, 조작 단말기(31)는 제어 데
이터(CD)에 따라 부하(L)의 조작을 체크하고 표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신호를 출력한다.
    

통상적으로, 전송 제어기(30)는 모드 데이터(MD)가 더미 모드로 설정된 전송 신호(Vs)를 통상적으로 소정의 시간 간
격으로 전송하며, 어드레스 데이터(AD)는 순환적으로 변동한다 (말하자면, 풀-타임 폴링 조작).

    
조작 단말기(31)가 전송 제어기(30)에 어떠한 정보의 전송을 시도하는 경우, 더미 모드의 전송 신호(Vs)가 동기화 신
호(SY)와 동기화될 때 도 9c에 나타낸 것과 같은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된다. 이때 조작 단말기(31)가 인터럽트 플래
그를 설정함으로써 전송 제어기(30)에 의한 정보의 연속적인 변경에 대비한다. 인터럽트 신호의 수신시, 전송 제어기
(30)는 전송 신호(Vs)의 모드 데이터(MD)를 인터럽트 폴링 모드(polling mode)로 설정하고, 어드레스 데이터(AD)
의 고 비트(higher-order bits)의 절반(즉, 8비트 어드레스 데이터(AD)의 4개의 고 비트)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이어서, 전송 신호(Vs)가 전송된다. 모드 데이터(MD)가 인터럽트 폴링 모드로 설정되고 어드레스의 4개의 고 비트가 
조작 단말기(31)에 할당되는 전송 신호(Vs)의 어드레스 데이터(AD)의 4개의 고 비트들간에 매칭이 이루어지면, 인터
럽트 신호를 전송한 조작 단말기(31)은 어드레스 데이터(AD)의 저 비트(lower-order bits)를 신호 반환 주기(WT) 
동안 전송 제어기(30)에 반환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전송 제어기(30)는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킨 조작 단말기(31)
를 16개의 단말기 단위로 설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주기로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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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킨 조작 단말기(31)의 어드레스를 획득하는 대로 전송 제어기(30)는 전송 신호(Vs)의 모드 
데이터(MD)를 모니터링 모드로 설정하고, 그 어드레스 데이터(AD)가 얻어진 어드레스(thus-acquired address)와 
매칭되는 전송 신호가 신호선(Ls)에 전송된다. 전송 신호(Vs)의 응답시 조작 단말기(31)은 신호 반환 주기(WT) 동
안 전송될 정보를 반환한다. 결국, 전송 제어기(30)는 인터럽트 신호를 생성한 조작 단말기(31)에 인터럽션 리세트를 
지시하기 위한 신호를 전송하게 되고, 따라서 조작 단말기(31)에서 인터럽션 플래그 세트를 클리어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조작 단말기(31)로부터 전송 제어기(30)로의 정보의 전송은 전송 제어기(30)로부터 조작 단말기(31)로 신호들
(더미 모드 신호, 인터럽션 폴링 모드 신호, 모니터링 모드 신호, 인터럽션 리세트 신호)을 4회 전송함으로써 완료된다. 
전송 제어기(30)가 원하는 제어 단말기(32)의 조작 상태의 확인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 모드 데이터(MD)가 모니터
링 데이터로 설정되는 전송 신호의 전송만이 요구된다.
    

    
스위치(Sa 내지 Sc) 중 어느 한 스위치의 가동 결과로서 조작 데이터가 발생되는 경우, 조작 단말기(31)는 이 조작 데
이터를 전송 제어기(30)에 반환한다. 전송 제어기(30)는 조작 데이터에 기초하여 발생된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
는 전송 신호를 제어 단말기(32)에 전송한다. 전송 신호의 수신시, 제어 단말기(32)는 조명 부하를 제어한다. 이때, 제
어 단말기(32)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전송 제어기(30)에 반환하고, 이 반환된 모니터링 데이터는 추가로 조작 단말기
(31)에 전송된다. 모니터링 데이터의 응답시, 조작 단말기(31)은 통상 조작 램프를 조명하거나 끄기 위해 사용되는 모
니터링 신호를 출력한다.
    

    
도 8에 도시된 조작 단말기(31)은 조광을 위한 것으로서 조명 부하가 발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스위치(Sb 또는 
Sc)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누름(pressing)이 개시되는 시점과 스위치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조작 단말기(31)는 조작 정
보를 전송 제어기(30)에 전송한다. 예를 들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출력 세기의 증가를 시작하도록 조명 부하
에 명령하기 위한 조작 신호(OP1)가 전송 제어기(30)에 전송된다. 조작 신호(OP1)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C1)가 제
어 단말기(32)에 전송된다. 스위치(Sb)를 사용자가 해제한 이후에는 광 출력 세기의 변화를 중지하기 위한 조작 신호
(OP2)가 전송 제어기(30)에 전송된다. 조작 신호(OP2)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CN2)가 제어 단말기(32)에 전송된다. 
전송 신호에 의해 조작 신호(OP1 및 OP2) 그리고 제어 신호(CN1 및 CN2)가 전송된다.
    

    
이러한 유형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서는 조작 단말기(31)의 어드레스와 제어 단말기(32)의 어드레스 간의 대응은 
전송 제어기(30)에 의해 관리된다. 조작 단말기(31)의 어드레스와 단일 제어 단말기(32)의 어드레스 간의 대응뿐만 
아니라 단일 조작 단말기(31)의 어드레스와 복수의 제어 단말기(32)의 어드레스간의 대응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수의 제어 단말기(32)의 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단일 조작 단말기의 어드레스가 배열되면, 복수의 조명 부하가 하나
의 스위치 집합(Sa 내지 Sc)에 의해 공동으로 제어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제어를 동시 제어(simultaneous contr
ol)라고 한다. 동시 제어에는 2개의 유형 즉,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조명 부하가 동일한 제어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동시 제어와, 복수의 조명 부하가 미리 지정된 개별적인 제어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동시 제어가 있다.
    

    
패턴 제어(pattern control)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공동 조작 단말기(collective operation termin
al) 스위치의 어드레스와 복수의 부하(L)의 어드레스 간의 대응이 전송 제어기(30)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설정 조작을 패턴 설정 조작이라고 한다. 이하, 조작 단말기에 제공되는 패턴 제어용 스위치들은 공동 제어 단말기로 조
작하며 패턴 스위치라고 한다. 또한, 조작 단말기에 제공된 개별 제어용 스위치들은 개별 스위치(So)라고 한다. 그룹 
제어를 실행하기 위한 설정 조작은 그룹 설정 조작이라고 하며, 조작 단말기에 제공되는 그룹 제어용 스위치들은 공동 
조작 단말기로 조작하며 그룹 스위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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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조명 부하로부터 출력된 광의 세기는 조명 부하에 할당된 스위치(Sa 내지 Sc)의 가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전체 조명 공간의 광 출력의 세기(즉, 일루미넌스)를 약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요구가 있다. 이러한 요구는 그룹 
제어를 통해 복수의 조명 부하를 제어함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각각의 조작 단말기(31)과 각각의 제어 단말기(32)이 개별 어드레스에 할당된다. 그룹 제어를 실현
하는 데에는 단일 조작 단말기(31)의 어드레스와 복수의 제어 단말기(32)의 어드레스 간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
만이 요구된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조작 단말기(31a)들은 1 대 1 관계로 제어 단말기(32)와 각각 연관되어 있
고, 조작 단말기(31b)는 1 대 다수 관계로 복수의 제어 단말기(32)와 연관되어 있다. 조작 단말기(31b)의 스위치(Sa)
가 가동되면, 조작 신호(OP1)는 전송 제어기(30)에 전송되고, 이 경우 복수의 제어 신호(CN11 내지 CN13)가 순차적
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된 제어 신호(CN11 내지 CN13)는 제어 단말기(32)에 순차적으로 전송되어 제어된다. 마
찬가지로, 조작 단말기(31b)의 스위치(Sb)가 가동되면, 조작 신호(OP2)는 전송 제어기(30)에 전송되고, 이 경우 복
수의 제어 신호(CN21 내지 CN23)가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그 결과 발생된 제어 신호(CN21 내지 CN23)는 제어 단말기(32)에 순차적으로 전송되어 제어된다. 그러한 절차를 통
해, 그룹 제어되도록 제어 단말기(32)에 접속된 복수의 조명 부하가 스위치들(Sa 내지 Sc) 중 하나의 가동에 의해 공
동 방식으로 제어될 수 있다.

    
그룹 제어될 제어 단말기(32)의 스위치들(Sa 내지 Sc)에 관련된 조작 정보는 각 제어 단말기(32)에 순차적으로 전송
된다. 그러므로, 스위치들(Sa 내지 Sc)에 관련된 조작 정보가 수신되는 시간은 제어 단말기(32)마다 다르다. 특히, 그
룹 제어될 제어 단말기(32)의 수가 큰 경우, 스위치들(Sa 내지 Sc)에 관련된 조작 정보가 수신되는 시간은 조명 부하
로부터 출력된 광의 세기를 향상시키도록 스위치된다. 이 경우에, 하나의 제어 단말기(32)에 접속된 조명 부하로부터 
출력된 광의 세기는 스위치(Sb)를 누른 직후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단말기(32)에 접속된 조명 부하로부터 출
력된 광의 세기는 스위치(Sb)가 스위치될 때로부터 일정 시간 지연 후 증가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그러한 시간 지연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
    

반면에,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 제어 단말기(32)에 복수의 조명 기구(33)를 접속시킴으로써 단일 스위치 집
합(Sa 내지 Sc)을 이용하여 복수의 조명 부하의 공동 제어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 그러한 구성은 단일 스위치 집
합(Sa 내지 Sc)을 이용하여 복수의 조명 부하를 공동 제어할 수 있게 하지만, 조명 부하의 휘도는 각각 제어할 수 없게 
한다.

소등된 상태의 조명 부하가 조명될 때, 밤과 같이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부하가 갑자기 조명되는 경우, 사용자가 눈이 
부실 수도 있으므로 눈에 무리한 부담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때때로 선택기 스위치라 칭하는 장치를 채용한다. 선택기 스위치는 복수의 조
작 단말기를 갖춘 단일 장치에 대응하며, 통상적으로 5개 이상의 조작부를 갖추고 있다. 특정하게 설계된 어드레시 설
정 장치를 사용하여 각 어드레스가 조작부에 할당되는 한, 각각의 조작부는 개별 스위치, 패턴 스위치 및 그룹 스위치 
중 임의의 하나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복수의 개별 스위치, 패턴 스위치 및 그룹 스위치는 하나의 장치 내에서 조립될 수 
있다. 따라서, 패턴 스위치 및 그룹 스위치를 복수의 부하(L)에 대응하도록배열하여 패턴 및 그룹 설정 조작을 달성할 
수 있는 선택기 스위치를 구비한다(따라서, 제어될 부하(L)는 개별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특정화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종래의 사용가능한 선택기 스위치에 있어서, 조작부에는 상용형으로 설계된 어드레스 설정 장치를 
사용하여 각 어드레스가 할당된다. 따라서, 조작부에 어드레스를 할당하거나 조작부의 어드레스를 변경하기 위한 유지 
시간에는, 어드레스 설정 장치는 선택기 스위치로부터 각각 제공될 필요가 있으므로 불편한 요소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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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 스위치가 비교적 큰 규모의 장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택기 스위치는 개별 스위치, 패턴 스위치 및 그룹 스
위치를 조작시키는 기능, 패턴 설정 기능 및 그룹 설정 기능과 같은 한정된 기능만을 갖는다. 선택기 스위치는 조광에 
관한 제어 및 설정 조작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의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기능 수는 점유된 공간량에 비해 작다.

    
개별 스위치 및 그룹 스위치를 혼합하여 포함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표시 램프를 사용하여 부하(32)의 
조작을 나타내는 방법은 필드 조작용으로 적합한 조작 상태 표시 방법 및 건물의 모니터 룸과 같은 원격 위치로부터 소
등되지 않게 유지되는 부하(이하, '소등되지 않은 부하'라 칭하기로 함)를 모니터하기에 적합한 모니터 상태 표시 방법
을 포함한다. 조작 상태 표시 방법에 따르면, 그룹 스위치 사용에 의해 부하(33)가 그룹 제어된 후, 개별 스위치를 사용
하여 그룹 내의 몇몇 부하(31)의 상태가 변경될 때에도, 그룹 제어 후의 표시 램프 상에 표시된 상태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모든 부하(33)가 가동되지 않으므로, 모든 표시 램프가 소등된다(×). 개별 스
위치(1)에 의해 부하(33) 중 하나가 가동되면, 표시 램프(1)가 조명된다(O). 그러나, 그룹 스위치의 표시 램프는 여전
히 소등된다(×). 그 후, 개별 스위치(2 및 3)에 의해 나머지 모든 부하(31)가 가동되어, 개별 스위치(2 및 3)의 표시 
램프가 조명된다(O). 그룹 내의 모든 부하(31)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룹 스위치의 표시 램프가 조명된다(O). 이러한 
상태에서 개별 스위치(1)에 의해 하나의 부하(33)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스위치(1)의 표시 램프만이 소등
된다(×). 개별 스위치(2 및 3)에 의해 나머지 부하(33)가 가동되지 않게 되어, 모든 부하(33)가 가동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룹 스위치의 표시 램프가 모두 소등된다(×). 표시 램프의 조명(O)은 부하의 가동을 나타내며, 표시 램프의 소
등(x)은 부하의 비가동을 나타낸다.
    

    
반면에, 모니터 상태 표시 방법에 따르면, 그룹 내의 부하(33)중 하나가 가동되는 경우에도, 그룹 스위치의 표시 램프
가 조명된다(O). 예를 들어,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모든 부하(33)가 가동되지 않고, 그룹 스위치의 표시 램
프가 모두 소등된다(×). 이 경우, 개별 스위치(1)에 의해 부하(33) 중 하나가 가동되면, 개별 스위치(1)의 표시 램프
(1)가 조명된다(O). 또한, 이 때, 그룹 스위치의 표시 램프는 모두 조명된다(O). 개별 스위치(2 및 3)에 의해 나머지 
부하(33)가 가동되며, 개별 스위치(2 및 3)의 표시 램프가 모두 조명되며(O), 그룹 스위치의 표시 램프가 조명된 상태
를 유지한다(O). 개별 스위치(2 및 3)에 의해 나머지 부하(33)가 가동되지 않게 되어, 모든 부하(33)가 가동되지 않
으며, 그룹 스위치의 표시 램프가 모두 소등된다(×). 모니터 상태 표시 방법은 각 층의 각 영역 또는 각각의 분리된 구
획 내의 소등되지 않은 부하(33)를 모니터하기에 효과적이다. 각 영역이 그룹으로 분리되기만 하면, 그룹 내의 부하(
33) 주 하나만이 가동 상태일 때에도 그룹 스위치의 표시 램프가 조명된다. 그룹의 표시 램프는 모든 부하(33)가 가동
되지 않을 때에만 소등된다. 그러므로, 소등된 부하(33)는 모니터링 룸과 같은 원격 장소로부터 모니터될 수 있다. 부
하(33)의 상태 표시는 통신 인터페이스 단말기 또는 접촉 인터페이스 단말기에 의해 중앙 모니터 콘솔과 같은 외부 장
치에 출력될 수 있다.
    

각 영역 내의 개별 스위치 또는 그룹 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또는 국부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조작 상태 표시 방법에 
따르면,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두 소등된 상태에 있는 부하(33) 중의 하나가 개별 스위치(1)에 의해 활성화되
는 경우 그룹 스위치의 지시 램프가 소등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룹 스위치가 이 상태에서 작동되면, 모든 부하(33)들
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지시 램프 표시가 실제 조작 상태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적인 조작이 실행 가능하게 된
다.

이와 반대로, 모니터한 상태 표시 방법에 따르면, 부하(33)들 중 하나만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 스위치의 지시 램프가 조명된다. 이때 그룹 스위치가 활성화되면, 모든 부하(33)들은 비활성화된다. 모든 
부하(33)들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부하(33)들이 비활성화되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고 그룹 스위치가 
다시 활성화된다. 지시 램프의 표시는 실제의 조작과 일치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지 않은 조작이 초래된다.

    
모든 그룹의 조작 단말기(31)이 조작 상태 표시 방법에 설정되면, 이러한 방법은 국부 조작에는 적당하지만 센터의 모
니터링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패턴 제어 목적의 조작 단말기의 지시 램프가 사용되는 한, 모니
터링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패턴의 사용을 통해서 영역 내의 부하의 활성화/비활성화에 대해 행해지면, 

 - 8 -



등록특허 10-0313553

 
두 개의 패턴 스위치를 사용해야만 하고, 이에 따라서 많은 수의 패턴 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첫 번째 문제). 이와 반대
로, 조작 단말기(31)가 모니터된 상태 표시 방법에 설정되면, 국부적인 조작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국부 조작이 다
중 전송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서 모니터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전술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서, 단일 제어 단말기(32)가 복수의 그룹에 할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
스템에서,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 A의 그룹 스위치가 작동되면, 그룹 A 내의 모든 부하들은 부하 상태에 관계
없이 동시에 비활성화 상태(×)가 된다.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갖는 사무실의 경우, 바람직한 측정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여러 개의 섹션으로 분할하여 분할 그룹을 할당하는 것일 수 있다. 조명 부하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는 그룹 당에 기초
하여 제어된다. 이 경우, 특정 그룹의 조명 부하가 비활성화되면, 인접한 그룹 (섹션) 하의 영역 또한 약간 어두워진다. 
이러한 인접한 그룹에 있는 영역의 조명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측정 방법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 A와 B에 섹션들 간의 중첩 부분에 배치된 조명 부하를 할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룹 A의 조명 부하가 비활성화
되는 경우에도, 그룹 A와 B 양자에 포함된 조명 부하는 비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어 방법을 ON-우선 순위 제어 
방법(ON-prioritized control method)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ON-우선순위 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예를 들면,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섹션을 포
함하는 그룹 B와 그룹 B를 포함하는 전체 플로어를 감시하기 위한 그룹 A가 동시에 사용될 수 없다. 특히, 그룹 B에 포
함된 부하들이 국부 그룹 B에 대응하는 그룹 스위치의 작동에 의해 비활성화될 수 없다. 초기에, 전체 그룹 A에 대응하
는 그룹 스위치가 작동되어, 그룹 A에 포함되나 그룹 B에는 속하지 않은 부하들을 비활성화시킨다.

    
도 20a 및 도 20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국부 그룹 D 및 E가 큰 그룹 C 내에서 설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하들은 
그룹 C 내지 E중 적어도 하나에 속한다. 모든 부하들이 활성화되는 경우, 부하들은 그룹 C 내지 E중 어느 것에 대응하
는 그룹 스위치의 작동에 의해 비활성되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 2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각각의 더미 스위치 (K1 내지 K3)가 각 그룹 C 내지 E에 제공되고, 각각의 더미 스위치(
K1 내지 K3)이 대응하는 그룹 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비활성화된다. 도 20c 내지 도 20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 
스위치의 지시 램프는 (비활성화된 부하가 그룹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등될 수 있다. 그러나, 본래는 필요하지 않은 
더미 제어 회로가 그룹수와 동일한 수만큼 제공되야 하고, 장비 가격을 부가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전송 제어기(1)와 다양한 단말기의 조합에 의해 구현된
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새로운 기능들이 해마다 실현되는 개선과 관련하여 전송 제어기와 단말기에 부가된다. 또한, 기
능이 확장된 전송 제어기가 새로운 기능을 갖는 새롭게 개발된 단말기와 접속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기능이 결여된 구형 전송 제어기가 새 기능을 갖는 새로운 단말기에 접속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단말기
에는 전송 제어기의 기능 버젼을 신뢰성있게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다. 구형 전송 제어기는 최악의 경우 
전체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조작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새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그룹 및 패턴 데
이터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가 단말기에 설정되는 경우에도, 데이터는 불일치로 인해 전송 제어기에 전송될 수 없고, 
이로써 설정 조작을 무효하게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들에 대한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그룹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조명 부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갑작스런 출력광 강도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어 눈에 영향을 미치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환경에 따라 조광 장치를 정교하게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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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관련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비교적 작은 작업 공간을 요구하고, 
설정, 제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다기능 설정 조작 단말기를 사용하여, 다기능 성능을 
이루고, 가격 효율을 증가시키는 원격 감지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조작 단말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표시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스템 구성이 용이
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불완전한 조작, 즉 버전 불일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성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 양상에 따르면,

각각 할당된 어드레스인 다수의 조작 단말기 및 제어 단말기;

조작 단말기 및 제어 단말기가 분기 연결을 통해 접속되는 신호선;

신호선에 접속되어 있는 전송 제어 장치;

각각의 제어 단말기에 접속되어 있는 조명 부하; 및

각각의 조작 단말기에 제공된 조작부

를 포함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제공되고, 전송 신호가 전송 제어 장치 및 각각의 조작 제어 단말기 사이에서 시
분할 다중 방식에 의해 교환되고,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의 조작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신호는 전송 제어 
장치에 설정된 어드레스들 사이의 대응 관계에 의해 제어 단말기로 전달되어, 전송 제어 장치에 접속된 조명 모드를 제
어하고,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대응 관계가, 하나의 조작부와 하나의 조명 모드를 연관시키기 위한 개별적인 제어 관계 및 하나의 조작부와 다수의 조
명 모드를 연관시키기 위한 동시 제어 관계를 포함하고,

제어 단말기가, 고유한 개별 어드레스를 각각의 다수의 제어 단말기로 설정하기 위한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 및 다수의 
제어 단말기들에 공통으로 할당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위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를 포함하며,

단말기 처리부가 전송 신호에 의해 개별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지시되는 경우, 조명 부하의 강도를 조작 단말기의 조
작부에 의해 지시된 조광 장치 레벨로 제어하는 각각의 제어 단말기가 단말기 처리부에서 제공되고, 전송 신호에 포함
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에서 설정된 개별 어드레스에 정합하거나,

    
단말기 처리부가 전송 신호에 의해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전송 신호에 포함된 어드레스 데
이터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서 설정된다. 각각의 제어 단말기가 개별 어드레스에 부가하여 동시 제어 어드레스
에 할당되고,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다수의 제어 단말기에 공통으로 할당된다. 따라서, 동일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할
당된 제어 단말기가 실질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전송 신호를 수신하므로, 조명 부하의 강도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제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시간 지연과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그룹화된 조
명 부하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다는 이점을 야기한다. 또한, 개별 어드레스의 사용은 조명 부하를 개별적으
로 제어할 수 있다. 조명 부하가 개별적으로 제어하더라도, 조명 부하가 그룹화된 경우에는 조명 부하의 강도가 동시에 
변화하므로, 사용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방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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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양상에 따르면, 제1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지 제어 시스템은,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가 
다수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단일 조명 부하가 다수
의 그룹에서 공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조명 기구와 함께 제공된 공간이 구획으로 분할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그룹을 제어하는 조명 기구가 변화하는 경우, 단일 조명 기구는 공간이 분할된 경우에 정의된 그룹 및 공간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에 정의된 그룹에 속하게 된다. 원격 감지 제어 시스템은 중첩 방식으로 조명 기구들을 그룹 내로 용이하게 설
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양상에 따르면, 제1 양상 또는 제2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지 제어 시스템은, 전송 제어 장치
가 신호선 방식으로 각각의 제어 단말기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경우에 제공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신호선을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제어 단말기에 할당될 수 있다. 따라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각각의 제어 단말기에 할당되는 경우, 사용자는 각각의 제어 단말기로 갈 필요가 없으므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제어 단말기로 할당하는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의 제4 양상에 따르면, 제3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지 제어 시스템은, 전송 제어 장치가 제어 단말기 
중 임의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 내로 설정되는 경우에 제공되며, 제어 단말기의 개별 어드레스가 변화하는 경우, 
새로운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이후의 변화하는 개별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새로운 동시 
제어 어드레스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각각의 제어 단말기로 갈 필요가 없으므로, 동
시 제어 어드레스를 제어 단말기로 할당하는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의 제5 양상에 따르면, 제3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제어 단말기로 전송될 동시 제
어 어드레스가 제어 단말기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서 설정되고, 전송 신호에 의해 제어 단말기로부터 돌아오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송 제어기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상기 제어기가 없을 경우에 잡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확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제어 단말기들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6 양상에 따르면, 제3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시스템 실행시 제어 단말기들 
각각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서 설정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검사하고, 그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설정될 동시 
제어와 상이한 제어 단말기에 정확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송 제어기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어 단말기들에 지정되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의 완성 전에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셧다운 (예를 들어, 정전시) 될 지라도, 정확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실행될 때 각 제어 단말
기들에 지정되어 의도된 바와 같이 그룹 조광 장치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제7 양상에 따르면, 제1 내지 제5 특징 중 어느 하나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조명 부
하의 조광 장치 레벨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 및 모든 조작 및 제어 단말기들을 순차적으로 폴링(polling)하는 전송 
제어기를 포함하는 제어 단말기가 더 구비되어, 조명 부하의 실제 조광 장치 레벨에 관한 모니터용 데이터를 제어 단말
기들 각각이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되돌아온 모니터용 데이터에 기초해 조작 단말기의 표시부 상에 표시될 조
광 장치 레벨을 업데이트하고; 동시 제어에 의해 조작부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제어 단말기들에 관한 각각의 제어 단말
기들 - 전송 제어기가 조작 단말기로부터의 전달 신호를 수신할 때 동시 제어에 의해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와 관련됨 
- 을 폴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제어 단말기들이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동시에 제어될 지라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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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단말기들의 표시부 상에서의 표시의 표현은 조명 부하들의 강도가 실제로 변화되기 전에 지연되는 것이 방지되어, 
사용자에 의해 이상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는 시간 지연이 나타나지 않는 표시부 상의 표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제8 양상에 따르면, 제5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조명용 부하를 페이딩하기 위한 
시간을 동일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지정된 제어 단말기들로 전송하고,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전달 신호에 
의해 페이스 개시 데이터를 수신하면, 각 제어 단말기들의 단말기 처리부가 페이드 시간 내에 조명 부하의 강도를 페이
딩하는 전송 제어기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동시 제어될 복수의 조명 부하 그룹들에서, 조명 부하의 강도는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광 강도의 빠른 변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었던 시각의 부담이 완화되게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따른 조명 강도의 정밀한 제어가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9 양상에 따르면, 제8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따라 변화
하는 페이딩 시간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제어기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임의의 그룹의 조명 강도가 빠르게 
변화되고, 그 이외의 그룹의 조명 강도가 더 느리게 변화되도록, 정밀한 조명 제어가 동시 제어될 복수의 조명 부하 그
룹들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0 양상에 따르면, 각각 어드레스들이 지정된 복수의 조작 단말기들 및 제어 단말기들, 상기 조작 단말기
들 및 제어 단말기들이 멀티드롭 접속으로 접속된 신호선; 상기 신호선에 접속된 전송 제어기; 각 제어 단말기들에 접속
된 조명 부하들; 및 조작 단말기들 각각에 구비된 조작부를 포함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구비되는데, 여기서 전달 
신호는 전송 제어기와 각 조작 및 제어 단말기들 사이에서 교환되고,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의 조작에 대응하는 데이터
를 포함하는 전달 신호는 전송 제어기에서 설정된 어드레스들 간의 대응을 통해 특정된 제어 단말기로 전송되어, 전송 
제어기에 접속된 조명 부하를 제어하며, 상기 대응 관계는 적어도 하나의 조작부와 하나의 조명 부하를 연관시키기 위
한 개별적인 제어 관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단말기는 고유 개별 어드레스를 복수의 제어 단말기들 각각에 설정하기 
위한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제어기는 목표 조광 장치 레벨에 관한 제어 단말기 데이터로 전송된 
후에 전달 신호에 의해 제어 단말기로 페이드 개시 제어 데이터 및 목표 조광 장치 레벨로 광 강도를 페이딩하는데 필요
한 시간을 전송하고; 각 제어 단말기들의 단말기 처리부는 페이드 시간 내에 목표 조광 장치 레벨로 조명 부하의 강도를 
페이딩하기 위해 필요한 조광율을 계산하고, 페이드 개시 제어 데이터 수신시에 조광율에 따라서 목표 조광 장치 레벨
로 조명 부하의 강도를 페이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조명 부하들의 강도는 점차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
지 않은 경우에 광 강도의 빠른 변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었던 시각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환경에 따른 조명 강도의 
정밀한 제어가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1 양상에 따르면, 제10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각 제어 단말기에 따라 변화
하는 페이드 시간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제어기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조명 부하들에 대해서, 임
의의 조명 부하들의 강도가 빠르게 변화되고, 다른 조명 부하들의 강도가 더 느리게 변화되도록, 정밀한 조명 제어가 실
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2 양상에 따르면, 제10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대응 관계는 하나의 
조작부와 복수의 조명 부하들을 연관시키기 위한 동시 제어 관계를 포함하고; 제어 단말기는 복수의 제어 단말기들에 
공통으로 지정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위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를 포함하고; 전송 제어기는 동시 제
어 어드레스가 지정된 복수의 제어 단말기들로 목표 조광 장치 레벨에 관련된 데이터와 목표 조광 장치 레벨로 광 강도
를 페이딩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전송하고, 동시 제어 어드레스로서 어드레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달 신호에 의해 
개개의 제어 단말기들로 페이드 개시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각 제어 단말기들의 단말기 처리부는 페이드 시간 내에 
목표 조광 장치 레벨로 조명 부하의 강도를 페이딩하기 위해 필요한 조광율을 계산하고, 단말기 처리부가 전달 신호에 
의해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전달 신호에 포함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
정부에서 설정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와 일치하는 경우, 및 단말기 처리부가 페이드 개시 제어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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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율에 따라서 목표 조광 장치 레벨로 조명 부하의 강도를 페이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패턴 제어가 실
현되어, 복수의 제어 단말기들이 동시에 페이드 제어될 수 있다. 조명 부하들의 강도는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정밀한 패
턴 제어가 환경에 따라서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3 양상에 따르면, 제12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는, 전송 제어기가 각각의 제어 
단말기에 따라 변하는 페이드 시간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패턴을 포함하는 부분들에서 페이
드 시간을 변경함으로써 환경에 따라 정교한 패턴 제어가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4 양상에 따르면, 제1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조작 단말기와 연관된 부하의 
조작 상태를 가리키기 위한 표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송 제어기는 제어 단말기로부터 얻은 부하의 조작 상태에 따라 조작 단말기의 표시부에 대한 지시를 전환하기 위한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 제어기에는 조작 단말기의 각 조작부에 제공되는 표시부의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전환
하기 위한 표시 방법 전환 수단이 설치된다. 따라서, 표시 방법은 조작 단말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될 수 있어, 시스
템 구성은 용이해진다.

본 발명의 제15 양상에 따르면, 제14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전송 제어기가 표시부를 위한 
표시 방법을 설정하고 검사하기 위한 신호를 외부 장치에 따라 교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조작 단말기의 사
용 목적에 따른 표시 방법은 선택될 수 있어, 시스템 구성은 용이해진다.

본 발명의 제16 양상에 따르면, 제14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복
수의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의 조작 절차에 따라 부하 제어 방법을 선택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어 방법 전환 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표시 방법은 조작 단말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될 수 있어, 시스템 구성은 용이
해진다.

    
본 발명의 제17 양상에 따르면, 제16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제어 방법이, 부하가 조작부 
스위치들 간에 공유되고 부하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에 의해 활성화되면, 다른 스위치에 의한 부하의 비활성화는 무효
가 되는 ON-우선화 제어 방법, 및 나중에 작동되는 스위치를 우선화함으로써 부하를 제어하는 이후-조작-우선화 제
어 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ON-우선화 제어 방법에 할당된 복수의 스위치들 간에 공유된 부하만이 다른 
스위치 조작을 비활성화시키며, 그 결과, 사용이 용이한 시스템 구성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8 양상에 따르면, 제17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전송 제어기가 제어 방법을 
설정하고 검사하기 위한 신호를 외부 장치에 따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작 단말기의 사용 목적에 적당한 제어 방
법의 선택에 의해, 시스템 구성은 용이해진다.

    
본 발명의 제19 양상에 따르면, 제18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제어기 및 단말기들의 기능에 
알맞은 버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버전 정보 수단에 전송 제어기 및 복수의 단말기가 제공되고, 전송 제어기 또는 단말
기는 전송 신호에 의해 전송 제어기 또는 다른 단말기의 버전 정보 저장 수단에 저장된 버전 정보를 획득하여, 다른 경
우에 버전 비일치에 의해 유발되는 오조작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가동성을 개선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본 발명의 제20 양상에 따르면, 제1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각각의 조작 단말기가 단말기
에 독특한 개별 어드레스 및 복수의 조작 단말기에 공통으로 할당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부하에 접속된 조작 단말기는, 전송 신호에 포함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개별 어드레스와 일치할 때 또는 전송 신호에 포
함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동시 제어 어드레스와 일치할 때 부하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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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단말기는 개별 어드레스 이외에도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갖고,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복수의 단말기에 공통으로 
할당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할당된 단말기는 실질적이며 동시에 동일한 전송 신호를 수신하여, 
거의 동일한 타이밍에서 동일한 전송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시간 지체없이 복수의 그룹화된 부하들
을 조작시키는 능력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개별 어드레스가 사용되면, 부하는 개별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부하가 제어되면서 개별적으로 그룹화되도록 하면, 동시에 제어되어 사용자 미숙으로 간주하는 지연 
자체의 발생을 방지한다.
    

    
본 발명의 제21 양상에 따르면, 제20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비트 위치가 단일 어드레스와 
연관되는 어드레스 설정 메모리가 조작 단말기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어드레스 플래그는 어드레스 설정 메모
리의 임의의 비트 위치에 설정되고,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어드레스는 조작 단말기의 어드레스로서 사용된다. 복수의 
어드레스가 설정될 때, 메모리 용량은 감소될 수 있으므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어드레스를 설정하는데 요
구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2 양상에 따르면, 제21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부하가 조명 부하이고, 그룹 
제어에 관련된 스위치의 조작에 대응한 데이터 수신시, 전송 제어기는 그룹 제어와 연관된 조명 부하 각각의 목표 휘도 
레벨 및 개별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전송 신호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에, 전송 제어기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 및 조명 부하에서 제어 조작을 수행하도록 명령하기 위한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신호를 전송한
다. 그 결과, 동일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할당된 조작 단말기는 실질적이며 동시에 동일한 전송 신호를 수신하고, 거
의 동일한 타이밍에서 조명 부하를 제어하므로, 사용자 미숙으로 간주되는 시간 지연의 발생을 방지한다.
    

본 발명의 제23 양상에 따르면, 제22 양상에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스위치를 갖는 조작 단말기에 
제공되는 단말기 처리부가, 전송 신호에 포함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동시 제어 어드레스와 일치할 때 스위치의 조작에 
대응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신호의 전송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소정의 스위치는 부하의 제어를 
방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4 양상에 따르면, 제1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상기 조작 단말기는, 신호선
에 접속되고 조작부와 표시부를 포함하는 설정 조작 단말기를 포함하고, 설정 조작 단말기는,

문자와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

상기 표시의 화면 상위에 놓여진 투명 터치 패널, 및

상기 표시의 내용에 결합된 상기 터치 패널에 할당된 조작부의 조작에 대응하는 프로세싱이 설정된 설정 모드와, 상기 
프로세싱이 상기 조작부의 조작에 대응하여 수행되는 조작 모드 사이에서 선택될 수 있는 제어부

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의 프로세싱은 적어도 상기 조작부를 스위치로 사용하는 기능, 대응부를 설정하는 기능, 및 대
응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5 양상에 따르면, 제24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큰 사각형 스트링 배선 액세서리(large-square string wiring accessory) 면적의 정수배와 크기가 동일한 배선 액세
서리에 부착될 수 있는 마운트 프레임의 마운트 피치와 동일한 마운트 피치의 마운트부를 가지는 마운트 피스(mount 
piec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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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배선 액세서리의 스위치 박스로 스크류될(screwed) 수 있는 박스 스크류(box screw)에 삽입될 수 있는, 부착부
로서 적어도 하나의 박스 마운트 홀

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6 양상에 따르면, 제25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제어부가 설정 모드에서, 
일대일 대응으로 부하(load)의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스위치의 어드레스와 동등한 개별 어드레스를 조작부에 할당하는 
기능과, 상기 개별 어드레스가 할당된 조작부를 조작시키는 사용자에 의해서 조작 모드에 부하를 활성화시키거나 비활
성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7 양상에 따르면, 제26 양상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제어부가 설정 모드에서, 
일대일 대응으로 다수의 부하의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스위치들의 어드레스와 동등한 그룹 어드레스를 조작부에 할당하
는 기능과, 상기 그룹 어드레스가 할당된 조작부를 조작시키는 사용자에 의해서 조작 모드에서 다수의 부하를 활성화 
상태 또는 비활성화 상태로 가져가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제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은 전송 제어기(30)와 제어 단말기
(32)를 도시하고 있다.

    
전송 제어기(30)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전송 처리부(20)를 구비한다. 전송 처리부(20)는 전송 구동 회로(
21)를 경유하여 하나의 선에 접속된다. 전송 처리부(20)의 조작은 ROM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플래시 메모리(22) 내
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된다. 단말기들 간의 대응(correspondence)은 테이블의 형태로 재기입 가능한 데이터 
메모리(23) 내에 저장된다. 바람직하게, 데이터 메모리(23)는 EEPROM과 같은 불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한다. 전송 제
어기(30)의 조작 동안에 전송 제어기(30)와 단말기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 RAM을 포함하는 작업 메
모리(24) 내에 저장된다.
    

    
제어 단말기(32)는 조광(dimming)을 위한 것이며, 7개의 제어 단말기들(32) 각각은 조명 기구(33)에 접속되어 (도 
2 참조), 조명 기구(33)에 제공된 조명 부하로부터 나온 광의 세기를 제어한다. 따라서, 실시예에 따른 제어 단말기(3
2)는 이하 '조광 단말기(dimmer terminal)'로 칭할 것이다. 백열등이 조명 부하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3극 진공관 A
C 스위치(TRIAC)는 조광 단말기(32) 내에 포함된다. 발광 램프가 조명 부하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조명 기구 내에 포
함된 조광은 조광 데이터를 출력함으로써 제어된다. 특히, 조명 기구(33)가 백열등을 포함하는 경우, 도 1에 도시된 조
광 제어부(14)에는 조광이 제공된다. 반대로, 조명 기구(33)가 형광등을 포함하는 경우, 조광 제어부(14)가 조광 데
이터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관련 기술과 함께 설명된 바와 같이, 조광 단말기(32)는 2-와이어(Ls)를 경유하여 전송 제어기에 접속되며, 전송 신
호는 전송 제어기(30)와 조광 단말기(32) 사이에서 시분할 다중 송신법에 의해 송신된다. 각각의 조광 단말기(32)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단말기 처리부(10)를 구비한다. 단말기 처리부(10)는 송신/수신 회로(11)를 경유하여 
신호선(Ls)에 접속된다. 송신/수신 회로(11)는 신호선(Ls)을 통해 송신될 바이폴라 전송 신호를 수신하여 이 수신된 
신호를 복극(depolarizing) (또는 전파 정류)한다. 이와 같이 정류된 신호는 단말기 처리부(11)로 송신된다. 또한, 조
광 단말기(32)에는 신호선(Ls)을 통해 송신되는 전송 신호로부터 전력을 추출하기 위한 전력 회로가 장착된다. 단말
기 처리부(10)로부터 전송 제어기(3)로 리턴된 신호는 송신/수신 회로(11)에 의해 전류 모드 신호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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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 단말기(32)에는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12)와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13)가 제공된다.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13)는 EEPROM과 같은 불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고,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12)는 딥 스위치 또는 불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한다.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12) 내에 설정되어 있는 개별 어드레스는 대응 개별 조광 단말기(32)에 대
해 유일하다. 신호선(Ls)에 접속된 조광 단말기(32)의 개별 어드레스는 중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반대로, 
단일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신호선(Ls)에 접속된 각각의 조광 단말기(32)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13)에서 공
통으로 설정된다. 단 하나의 개별 어드레스가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12)에서 설정되지만, 복수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
가 동시 어드레스 설정부(13)에서 설정될 수 있다.
    

    
신호선(Ls)을 통해 송신된 전송 신호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단말기 처리부(10)는 조광 단말
기(32)의 어드레스로서 개별 어드레스와 동시 제어 어드레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모드 데이터가 개별 모드로 설
정된 경우에, 만일 전송 신호 내에 포함된 어드레스 데이터와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12)에서 설정된 개별 어드레스가 
일치(match)한다면, 단말기 처리부(10)는 조광 제어부(14)를 통해 조명 부하를 제어한다. 모드 데이터가 그룹 제어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 만일 전송 신호 내에 포함된 어드레스 데이터와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일치한다면, 단말기 처리
부(10)는 조광 제어부(14)를 통해 조명 부하를 제어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조광 단말기(32)는 2가지 형태의 어드레스, 즉 개별 어드레스와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갖는다. 패턴 
제어 (즉, 그룹 제어)가 효과적인 경우, 목표 휘도 레벨 명령이 패턴 제어의 대상인 조광 단말기(32)에 순차적으로 전
송된다. 따라서, 조광 조작을 개시하기 위한 명령이 동시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조광 단말기(32)에 전송, 즉 동일한 제
어 어드레스가 할당된 복수의 조광 단말기(32)가 순차적 및 동시적으로 조광 개시 명령을 수신함으로써, 시간 지연 없
이 조명 부하를 제어한다. 보다 상세하게,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조광 단말기(32)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사용하
여 신호 전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조광 단말기(32) (도 2에서 3개의 단말기)가 분기 접속(multidrop connection)을 
통해 신호선(Ls)을 경유하여 전송 제어기(30)에 접속된다. 조작 단말기(31a 및 31b)는 신호선(Ls)에 접속되는데, 조
작 단말기들(31a) 각각은 단일 조명 부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조명 기구(33)는 조명 부하를 포함함)와 1 대 1 관
계로 연관되며, 조작 단말기들(31b) 각각은 복수의 조명 부하들과 연관된다. 각각의 조작 단말기(31a 및 31b)는 조명 
또는 소등될 조명 부하를 지시하기 위한 온/오프 스위치(Sa); 광 출력 세기를 증가시키도록 조명 부하에 지시하기 위한 
업 스위치(Sb); 광의 세기를 감소시키도록 조명 부하에 지시하기 위한 DOWN 스위치; 및 단일 파일로 정렬된 복수의 
발광 다이오드를 포함하며 다수의 조명된 발광 다이오드에 의해 대응 조명 부하로부터 출력된 광의 세기 (조광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부(LD)를 포함한다.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룸에서 조명 부하의 조작 상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그룹마다의 조명 부하의 조작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 단말기가 필요에 따라 단일선(Ls)에 접속된
다. 단일 조명 부하와 연관된 조작 단말기(31a)는 소위 '개별 조광 스위치'라 칭한다. 복수의 조명 부하와 연관된 조작 
단말기(31b)는 소위 '패턴 조광 스위치'라 칭한다.
    

    
개별 조광 스위치들(31a) 중 하나의 스위치들(Sa 내지 Sc) 중 임의의 하나가 가동될 때, 전송 제어기(30)는 이와 같
이 눌려진 스위치에 속하는 조작 정보를 프리셋 관계에서 스위치(31a)와 이미 연관되어 있는 단일 조광 단말기(32)로 
송신된다. 온/오프 스위치(Sa)는 조명된 부하의 조작 또는 해제를 지시한다. 만일 업 스위치(Sb)와 다운 스위치(Sc) 
중 어느 하나가 가동되고 조명 부하가 조작 상태에 있다면, 조명 부하로부터 출력되는 광의 세기는 그에 따라 조정된다. 
예를 들어, 만일 다운 스위치(Sc)가 눌러졌다면, 조광 단말기(32)는 광의 세기를 감소시키도록 지시받는다. DOWN 스
위치(Sc)가 해제된 경우, 조광 단말기(32)는 광 세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중단하도록 지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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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스위치(Sb) 및 다운 스위치(Sc)는 전송 신호에 의해서 그리고 2개의 파라미터, 즉, 스위치의 가압이 개시된 시점 
및 스위치가 해제된 시점을 사용하여 조광 단말기(32)에 명령을 내린다. 업 스위치(Sb) 혹은 다운 스위치(Sc)를 사용
자가 누름으로써 출력된 전송 신호의 수신 후에, 조광 단말기(32)는 조명 부하로부터 출력된 광의 세기를 시간 경과와 
관련된 소정의 비율로 변화시키며, 광 세기의 시간 변화는 광 세기의 시간 변화가 중단될 때에 개시된다. 실제로, 조명 
부하로부터 출력된 광의 세기는 단계별로 변화된다. 단계당 광 세기의 변화량 및 초당 광 세기의 변화율은 조명 부하로
부터 출력된 광이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설정된다.
    

패턴 조광 스위치(31b)의 스위치(Sa)가 조작될 때에 전송 신호는 그 그룹에 속하는 각 조광 단말기(32)로 송신되는데, 
그 방식은 도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도 3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구성 중에서 패턴 조광 스위치(31b)
는 조광 단말기(32(1), 32(2), 및 32(3))에 할당된 동일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할당된다.

    
그룹 조광 스위치(31b)의 스위치(Sd)가 눌러졌을 때에 광 세기의 제어를 지시하기 위한 조작 신호(OP1)가 전송 제어
기(30)로 송신된다. 전송 제어기(30)는 조광 단말기(32(1), 32(2), 및 32(3))로 순차적으로 제어 신호(CN11, CN
12, CN13) 각각을 송신한다. 각 제어 신호는 목표 휘도(조광) 레벨을 제어 데이터로서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제어 신
호(CN1)는 어드레스 데이터로서 조광 단말기(32(1))의 개별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또한 제어 데이터로서 조광 단말
기(32(1))에 접속된 조명 부하의 목표 휘도 레벨을 포함한다. 조광 단말기(32)의 각각은 목표 휘도 레벨을 저장한다. 
신호선(Ls)을 통해서 제어 신호(CN11, CN12, CN13)를 순차적으로 전송한 후에, 전송 제어기(30)는 그룹 제어 모드
에서 신호선(Ls)를 통해서 동시 제어 어드레스(즉, 제어 신호(CN14))를 할당받은 전송 신호를 송신한다. 조광 단말기
(32(1), 32(2), 및 32(3))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제어 신호(CN14)를 수신한다. 결국, 조광 단말기(32(1), 32(2), 
및 32(3))는 조명 부하의 세기를 실질적으로 동시에 조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작 정보는 조광 단
말기(32)의 수와 관계없이 시간 지연을 수반하지 않고 패턴 조광 스위치(31b)로부터 조광 단말기(32) 각각으로 실제
로 동시에 송신된다. 조작 신호(OP1)와 제어 신호(CN11 내지 CN14)는 전송 신호들이다.
    

    
다수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하나의 조광 단말기(32)에 할당되는한, 조광 단말기(32)은 다른 그룹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의실 혹은 발표실이 하나의 룸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혹은 복수의 격실로 나누어 사용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 그룹 제어 하에 조명 부하의 범위가 변화된다. 하나의 그룹에 포함되는 조명 부하는 다른 그룹과 연결된다. 
개개의 조광 단말기(32)가 하나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만을 할당받을 수 있다면, 조광 단말기(32)는 단 하나의 그룹 내
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개개의 조광 단말기(32)를 다수의 그룹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개개의 조광 단말기가 중첩 방식으로 다수의 그룹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그룹 
제어의 설정을 동적으로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개개의 조광 단말기(32)에 할당될 수 있으므로, 각 조광 단말기(32)
는 다수의 다른 그룹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의실 또는 발표실이 하나의 룸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혹은 
다수의 격실로 구별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룹 제어 하에 조명 부하의 범위가 변화될 수 있다. 하나의 그
룹에 포함되는 조명 부하는 다른 그룹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만일 개개의 조광 단말기(32)가 하나의 동시 제어 어드레
스만을 할당받을 수 있다면, 조광 단말기(32)는 단지 하나의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원
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개개의 조광 단말기(32)을 다수의 그룹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개개의 조광 단말기가 중첩 방
식으로 다수의 그룹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그룹 제어의 설정을 동적으로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그룹 제어 하에 있는 조광 단말기(32)가 속하는 그룹을 나타내는 그룹 데이터는 전송 제어기(30)의 데이터 메모리(2

 - 17 -



등록특허 10-0313553

 
3)내에 저장된다. 그룹 데이터는 전송 제어기(30)에 의해서 혹은 신호선(Ls)을 경유하여 그룹 설정 장치로부터 송신
된 전송 신호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광 단말기(32)의 그룹이 룸의 설계 변경에 의해서 변화되었다고 
하면(즉, 그룹 데이터의 변경), 동시 제어 어드레스 역시 조광 단말기(32)에 재할당되어야 한다. 각 조광 단말기(32)
에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것은 신호선(Ls)을 경유하여 조광 단말기(32)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송신하는 
방법이나. 혹은 다른 전송선을 통해서 조광 단말기(32)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해서 달성된다. 후
자의 방법에 따르면,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제공된 설정 장치에 의해서 준
비되며,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광학 무선 신호 혹은 조광 단말기(32)에 접속된 접속선을 사용하여 조광 트랜지스터(3
2)로 송신된다. 반대로, 전자의 방법에 따르면,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신호선(Ls)을 통하여 전송 제어기(30)로부터 조
광 단말기(32)로 송신된다.
    

    
조광 단자들(32)이 그룹 제어를 받도록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전송 제어기(30)는 현재 사용되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
들을 검출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각각의 조광 단자들(32)에 할당한다. 즉, 원격 감시 제어 시
스템이 그룹 제어 설정을 활성화하는 상태로 된다 (즉, 상기 시스템이 그룹 설정 모드로 활성화된다). 패턴 조광 스위치
들(31b)을 조명 부하들 (조광 단자들(32))에 연관시키는 명령들이 제공되면, 유효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자동적으
로 계산되고 이렇게 계산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설정 신호의 형태로 전송되어 각각의 조광 단자들(32)에 
저장된다.
    

    
유효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상술한 전송 제어기(30)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된 어드레스가 각
각의 조광 단자들(32)에 저장된다. 이에 따라, 그룹 제어가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알 필요없이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할당될 조광 단자들(32)이 선택되는 한, 전송 제어기(30)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각각의 조광 
단자들(32)에 할당하는 조작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조광 단자들(32)에 각각 할당하는 조작에 
비해, 상기 조작이 더 용이하다.
    

    
조광 단자들(32)의 개수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확장에 따라 증가되는 경우에, 또는 기존의 조광 단자들(32)의 각 
어드레스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추가로 제공된 조광 단자들(32) 또는 각 어드레스들이 변경된 
조광 단자들(32)에 할당되어야 한다. 끝으로, 추가로 제공된 조광 단자들(32)이나 또는 각 어드레스들이 변경된 조광 
단자들(32)은 풀-타임 폴링 조작 동안 인터럽트 신호를 송출함으로써 조광 단자들의 추가나 또는 각 어드레스들의 변
경을 통지한다. 전송 제어기(30)는 어드레스 설정 신호를 사용하여 모든 조광 단자들(32)에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전
송하여,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조광 단자들(32)에 할당한다. 전송 제어기에 통지를 했던 조광 단자들(32)에게 이용 가
능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상술한 처리 조작에 의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저장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어드레스들이 새로운 조광 단자들(32)에 할당되거나 또는 조광 단자들(32)에 할당
된 개별 어드레스들이 변경된 경우, 전송 제어기(30)는 조광 단자들(32)이 속할 그룹에 대응하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
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전송 신호를 사용하여 조광 단자들(32)에 할당하여, 동시 제어 어드
레스의 설정 조작을 매우 용이하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송 신호에 의해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조광 단자들(32)에 할당된 경우, 실제로 동시 제어 어드레
스가 조광 단자들(32)에 정확하게 전송되지 않을 수 있고, 신호선(Ls)에 들어오는 노이즈의 영향에 의해 다른 동시 제
어 어드레스가 조광 단자들(32)에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의도된 조작과 다른 그룹 조광 조작이 수행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이하에 설명될 처리 과정에 따라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함에 의해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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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제어기(30)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관련된 식별 데이터와 결부하여 조광 단자들(32)에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할당한다. 식별 데이터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설정된 시점에서 각 조광 단자들(32)의 개별 어드레스들을 합산하여 
형성된 체크썸 데이터에 대응한다. 그리고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16개의 데이터 세트들을 포함하는데, 각각의 데이터 
세트는 8 비트로 이루어진다.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조광 단자들(32)에 할당하기 전에, 전송 제어기(30)는 폴링 조작
을 수행하고 각각의 조광 단자들에게 전송 신호에 의해 가장 최근에 설정된 그들의 식별 데이터를 보내도록 요청하여, 
개별 어드레스들 -가장 최근에 조광 단자들(32) 각각에 할당되고 식별 데이터 내에 포함되어 있음- 과 가장 최근에 
설정된 동시 제어 데이터로 구성되는 체크썸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렇게 얻은 체크썸 데이터 (즉, 식별 데이터)는 데이
터 메모리(23) 내에 저장된 식별 데이터와 비교된다. 만일 데이터 메모리(23) 내에 저장된 식별 데이터와 이렇게 획득
된 식별 데이터 사이에 정합이 있다면, 즉 만일 특정한 단일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설정된 동시 제
어 어드레스와 동일하다면,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조광 단자들(32)에 재할당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동시 제어 어
드레스의 할당이 수행되지 않는다. 데이터 메모리(23)에 저장된 식별 데이터와 획득된 식별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있
을 때에만,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조광 단자들(32)에 할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전송 신호
를 사용하여 조광 단자들(32)에 전송되고 할당되어, 전송 신호에 의한 동시 제어 데이터의 할당을 보장한다. 동시 제어 
데이터의 검사와 동시 제어 데이터의 할당이 있은 후에, 모든 전송된 데이터 집합에 대한 체크썸이 교환되어, 동시 제어 
데이터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만일 전송 제어기(30)가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조광 단자들(32)에 할당하는 것을 완료하기 전에 원격 검사 시스템이 
셧다운된다면, 활성화되어야 하는 동시 제어 데이터가 실제로는 각각의 조광 단자들(32)에 할당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
와 정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의도된 그룹 조광 조작과 다른 그룹 조광 조작이 수행된다. 이러한 오류 조작은, 전
송 제어기(30)가 턴온되어 신호선(Ls)에 접속되어 있는 조광 단자들(32)에 할당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체크하는 한 
방지될 수 있다. 만일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조광 단자들(32)에 할당되어야 하는 어드레스와 다르면, 전송 제어기(30)
는 전송 신호를 사용하여 정확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조광 단자들(32)에 재할당한다. 대안적으로, 전송 제어기(30)
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폴링 조작 동안, 전송 제어기(30)가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체크할 수 있다.
    

전송 제어기(30)에 의해 수행되는 폴링 조작에 의해 그룹 내의 조광 단자들(32)로부터 리턴된 광출력 데이터를 기초
로, 그룹 조광 스위치들(31b) 각각의 표시 섹션(LD)의 표시가 변화된다. 그룹 내의 조명 부하들로부터의 실제 발광은 
그룹 조광 스위치(31b)의 표시부(LD) 상의 표시 형태보다 지연된다. 사용자는 이러한 시간 지연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

    
그룹 내의 조명 부하로부터의 광출력이 변화되는 동안, 전송 제어기(30)는 데이터 메모리(23) 내에 저장된 그룹 데이
터 데이블을 참조하고, 그룹에 속한 개개의 조광 단자들(23)을 다른 단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폴링한다. 그룹 제어를 받
을 조광 단자들(32)이 우선적으로 폴링되면, 조광 단자들(32)은 그룹 내의 조명 부하들로부터의 광출력에 관한 데이
터를 리턴한다. 그 결과, 조명 부하들의 실제 조명과 그룹 조광 스위치(31b)의 표시부(LD) 상의 표시 형태 사이의 시
간 지연이 방지되어, 표시 표시가 시간 지연없이 행해지는데,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 지연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이상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제2 실시예

    
조명 기구가 밤에 방 안을 조명하게 되는 경우, 조명 기구의 광의 강도가 순간적으로 증가하면, 눈에 과중한 부담이 가
해질 것이다. 제2 실시예는 각각의 조광 스위치(31a)의 온/오프 스위치(Sa)의 활성화 시각에 조명 부하로부터 출력되
는 광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페이드 기능을 구비하는 개개의 제어 목적의 조광 단자(32)를 제공함으로
써 실현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서 제1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
스템과 동일하므로, 그 설명과 도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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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제어기(30)의 데이터 메모리(23)에 미리 레지스터된 데이터는, 대응 조광 단말기(32)의 조명 부하가 각 조광 스
위치(31a)의 온/오프 스위치(Sa)의 가동 활성화 시간에 조명되는 정도(즉, 목표 조광 레벨)와 관계된다.

이제 제2 실시예에 따른 각 제어 조작이 도 4에 도시된 실례를 참조로 하여 기술될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조광 단말기
(32)의 조명 부하 세기는 각 조광 스위치(31a)에 의해 3초 (이 시간 주기를 '페이드 시간(fade time)'으로 칭함) 내
에 60% (100%의 목표 조광 레벨은 조명 부하의 최대 조도에 해당함)의 목표 조광 레벨로 증가된다. 도 4에 도시된 시
스템에서, 각 조광 스위치(31a)의 각 어드레스는 각 조광 단말기(32)의 각 어드레스와 연관된다.

각 조광 스위치(31a)의 온/오프 스위치(Sa)를 누른 경우, 각 조광 스위치(31a)는, 온/오프 스위치를 누른 것을 나타내
는 조작 신호(OPon)를 전송 제어기(30)로 전송한다. 전송 제어기(30)는 전송된 조작 신호(OPon)를 가진 각 조광 스
위치(31a)의 각 주소와 연관된 조광 단말기(32)에 (60%의) 프리셋(preset) 목표 조광 레벨을 나타내는 레벨 신호(
CNL )를 전송한다. 순차적으로, 전송 제어기(30)는 또한 0%의 조광 레벨에서 조명 부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ON) 
신호(CNon)를 조광 단말기(32)로 전송한다. 조광 단말기(32)에 의해 수신된 목표 조광 레벨은 메모리에 저장되고, 
온 신호(CNon)를 수신한 직후, 조광 단말기(32)는 0%의 조광 레벨에서 조명 부하를 활성화한다.

전송 제어기(30)는 페이드 시간(=3초)을 포함한 페이드 개시 신호(CNfe)를 조광 단말기로 전송한다. 페이드 개시 신
호(CNfe)를 수신한 직후, 조광 단말기(32)는 3초 내에 0%의 조광 레벨로부터 (60%의) 목표 조광 레벨까지 조명 부
하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조광율(rate of dimming)을 계산한다. 상기 계산된 조광율에 따라, 조광 단말
기(32)는 소위 페이드-인(fade-in) 조작을 수행하여, 조명 부하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이제 목표 조광 레벨로 조명된 조명 부하의 소등이 도 5를 참조로 하여 기술될 것이다.

조명 부하가 (60%의) 목표 조광 레벨에서 조명되는 동안, 각 조광 스위치(31a)의 온/오프 스위치(Sa)를 누른 경우, 
각 조광 스위치(31a)는 온/오프 스위치를 누른 것을 나타내는 조작 신호(OPoff)를 전송 제어기(30)로 전송한다. 전송 
제어기(30)는, 전송된 조작 신호(OPoff)를 가진 각 조광 스위치(31a)의 각 어드레스와 연관된 조광 단말기(32)로 (
0%의) 목표 조광 레벨을 표시하는 레벨 신호(CNL )를 전송한다. 조광 단말기(32)에 의해 수신된 목표 조광 레벨은 메
모리에 저장된다.

    
다음으로, 전송 제어기(30)는 (3초의) 페이드 시간을 포함하는 페이드 개시 신호(CNfe)를 조광 단말기(32)로 전송한
다. 페이드 개시 신호(CNfe)를 수신하면, 조광 단말기(32)는 3초 내에 60%의 목표 조광 레벨로부터 0%의 조광 레벨
까지 조명 부하의 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조광율을 계산한다. 상기 계산된 조광율에 따라, 조광 단말기(32)
는 소위 페이드-아웃(fade-out) 조작을 수행하여, 점진적으로 조명 부하의 조광 레벨을 감소시킨다. 페이드 개시 신
호(CNfe)의 전송과 동시에, 전송 제어기(30)는 페이드 시간을 카운팅하기 시작한다. 전송 제어기(30)가 페이드 시간
의 카운팅을 종료한 시점에서, 조명 부하를 해제하기 위한 오프(OFF) 신호(CNoff)가 조광 단말기(32)에 전송된다. 
수신된 오프 신호(CNoff)를 가진 조광 단말기(32)는 조명 부하를 해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조광 스위치(31a)의 온/오프 스위치(Sa)를 누름으로써, 해당 조광 단말기(32)는 목표 조광 레벨 
및 페이드 시간으로부터 계산된 조광율에서 조명 부하의 조광 레벨을 점진적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조명 부하로부터의 
광 출력의 세기가 점진적으로 변경되어, 환경에 따라 조도의 제어를 정교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빛(dazzle)
으로 인해 눈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한다.

사용자는 임의의 위치의 조명 부하의 조광 레벨을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위치에 배치
된 조명 부하의 조광 레벨을 급격히 변경할 수 있기를 원할 수도 있다.

제3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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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의실과 같이 넓은 면적에 걸쳐 배열된 조명체들 중 오직 OHP가 투사되는 곳에 위치된 조명체들만의 휘도
는 그 회의실 내부의 다른 곳에 위치된 조명체들의 휘도보다 더 낮아질 때까지 감소된다. 그러한 경우, 패턴 제어가 이
루어져 다수의 조명 부하를 총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조도를 실현하게 된다. 그러한 패턴 제어 동안에도, 만일 
조명 부하로부터의 광 출력의 세기가 갑자기 변경되면, 그 회의실의 점유자는 눈이 부시게 되어, 눈에 막대한 부담을 안
게 된다. 제3 실시예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패턴 제어에 패이드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방지된다.
    

    
패턴 제어 동안 페이드 기능을 실현하는 경우에, 패턴 제어로 제어되는 다수의 조명 부하로부터의 광 출력이 동시에 증
가하는 것을 시작하거나 정지해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종래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패턴 
제어에서는, 전송 제어기 - 패턴 제어의 목적으로 조작 단말기로부터의 조작 신호를 수신함 - 는 그 내부에 레지스터
된 패턴을 가진 패턴 테이블을 참조하고, 제어 데이터를 각 조광 단말기로 연속적으로 전송한다. 결과적으로, 조광 단말
기가 조명 부하로부터의 광 출력의 강도를 변경하기 시작하거나 정지시킬 때 시간 지연 발생한다.
    

본 실시예는 후술할 과정에 따른 패턴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문제점을 해결한다.

    
도 6은 제3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은, 패턴 제어용 조작 단말기(하기 '패
턴 스위치'로 참조됨, 31c), 및 그룹 내 조명 부하를 총괄하여 활성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조작 단말기(하기 '그룹 스
위치'로 참조됨, 31d)가 신호선(Ls)을 통해 전송 제어기(30)로 접속되는 점에서만 제1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과 구별
된다. 패턴 데이터는 전송 제어기(30)의 데이터 메모리(23) 내에 미리 저장된다. 패턴 데이터는, 패턴 제어로 제어되
는 조명 부하를 제어하는 각 조광 단말기(32)의 각 어드레스; 각 조광 단말기(32)의 목표 조광 레벨; 페이드 시간; 및 
일반적으로 각 조광 단말기(32)에 할당되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제3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패턴 제어 조작이 도 7에 도시된 실례를 참조로 하여 기술될 것이다. 본 실
례에서, 조광 단말기(32(1) 내지 32(4))의 조명 부하는 패턴 스위치(31c)에 의해 6초의 페이드 시간 내에 조명 부하
의 각 목표 조광 레벨로 증가된다. 즉, 조광 단말기(32(1))의 조명 부하는 30%의 목표 조광 레벨로 증가되고, 조광 단
말기(32(2))의 조명 부하는 60%의 목표 조광 레벨로 증가되며, 조광 단말기(32(3))의 조명 부하는 100%의 목표 조
광 레벨로 증가되고, 조광 단말기(32(4))의 조명 부하는 0%의 목표 조광 레벨로 증가된다. 도 7에 도시된 시스템 구
성에서, 패턴 스위치(31c)의 각 어드레스는 조광 단말기(32(1) 내지 32(4))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와 연관된다.
    

패턴 스위치(31c)의 스위치(Sd)를 누르면, 패턴 스위치(31c)는 조작 신호(OPon)를 전송 제어기(30)로 전송한다. 데
이터 메모리(23)에 저장된 패턴 테이블을 참조한 후, 전송 제어기(30)는, 어드레스 데이터로서 각 어드레스들을 처리
하는 전송 신호에 의해, 수신된 신호(OPon)를 가진 패턴 스위치(31c)의 각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
에 할당된 각 조광 단말기(32(1) 내지 32(4))로 신호들(CN L1 내지 CNL4 )을 연속적으로 전송한다. 그 다음에, 전송 
제어기는 어드레스 데이터로서 각 어드레스를 처리하는 동일한 전송 신호에 의해, 0%의 조광 레벨에서 조명 부하를 활
성화하기 위한 온 신호(CNon)을 연속적으로 전송한다. 각 조광 단말기(32(1) 내지 32(4))에 의해 수신된 목표 조광 
레벨이 메모리에 저장된다. 조광 단말기(32(1) 내지 32(4))가 온 신호를 수신한 시점에서, 조광 단말기는 0%의 조광 
레벨에서 조명 부하를 활성화한다.

    
순차적으로, 전송 제어기(30)는, 어드레스 데이터로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처리하는 전송 신호에 의해, 각 조광 단말
기(32(1) 내지 32(4))로 (6초의) 페이드 시간을 포함하는 페이드 개시 신호(CNfe)를 전송한다. 결과적으로, 각 조광 
단말기(32(1) 내지 32(4))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페이드 개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페이드 개시 신호(CNfe)를 수
신하면, 조광 단말기(32(1) 내지 32(4)) 각각은 6초 내에 0%의 조광 레벨로부터 각 목표 조광 레벨로 조명 부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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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증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광율을 계산하고 계산된 조광율에 따른 조명 부하의 세기를 증가한다 (즉, 페이드-인 
조작). 전송 제어기(30)는 페이드 개시 신호(CNfe)의 전송과 동시에 페이드 시간의 카운팅을 시작한다. 전송 제어기
(30)가 페이드 시간의 카운팅을 종료한 시점에서, 조명 부하를 비활성하기 위한 OFF 신호(CNoff)는 조광 단말기(32
(4))에 전송되며, 그 목표 조광 레벨은 0%로 설정된다. OFF 신호(CNoff)를 수신한 조광 단말기(32(4))는 조명 부하
를 비활성화한다.
    

    
상술한 것처럼, 패턴 스위치(31c)의 스위치(Sd)를 누르는 조작을 통해, 각각의 대응 조광 단자(32(1) 내지 32(4))는 
목표 조광 레벨로부터 조광 속도 및 페이드 시간을 계산한다. 전송 제어기(30)로부터 어드레스 데이터를 동시 제어 어
드레스로서 처리하는 페이스 시작 신호의 수신 시에, 조광 단말기(32(1) 내지 32(4))는 각 목표 조광 레벨과 일치하
여 조명 부하의 강도를 서서히 변화시킨다. 패턴 제어될 조명 부하의 강도의 동시 변경의 결과로서, 자연 패턴 제어가 
영향을 받는다. 또한, 빛의 강도의 점증 변경은 눈부심(dazzle)로 인한 눈의 부담을 약화시킬 수 있고 환경에 따른 조
명의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특정 위치의 조명 부하의 조광 레벨을 서서히 변경하는 것을 원하지만 다른 위치에 놓은 조명 부하의 
조광 레벨은 신속히 변경하는 것을 원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페이드 시간은 하나의 조명 부하에서 다른 조명 부하
로 임의적으로 설정될 수 있어서, 환경에 따라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

    
상술한 것과 같은 패턴 제어에서, 현재 조명은 패턴 스위치(31c)의 스위치(Sd)를 누름에 의해 조명을 프리셋하도록 스
위칭될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조명 부하는 반복적으로 활성 및 비활성될 수 있다. 그러한 복수의 부하의 조작을 얻기 
위해서는, 복수의 조명 부하를 집단적으로 활성 및 비활성하는 그룹 제어가 수행된다. 특히, 도 6에 도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그룹 스위치(31d)의 개별 어드레스는 그룹 제어될 복수의 조명 부하를 제어하는 조광 단말기(32)의 동
시 제어 어드레스와 관련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목표 조광 레벨은 상술한 공정에 따라 사전에 각 조광 단말기에 전송된
다. 페이드 시작 신호(CNfe)가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조광 단말기(32)에 송신되는 경우, 복수의 조명 부하는 
시간 지연없이 동시에 활성 및 비활성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사용자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페이드 시
간이 복수의 그룹을 포함하여 단위별로 임의로 될 수 있으므로, 조명은 환경에 따라 제어될 수 있다.
    

제4 실시예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조명 기구(O로 표시됨)는 사무실 건물 내의 한 층의 천장에 장착된다. 그 층은 복수
의 구획으로 분할된다(회사의 부서 및 과에 할당된 공간 및 복도와 같은 공유 공간에 해당함). 각 구획 내에 제공된 복
수의 조명 부하(또는 조명 기구)는 그룹 방식으로 제어된다. 복도를 제외한 한 층의 활동 공간은 대략 3개의 영역(A1 
내지 A3)로 분할된다. A1 내지 A3 영역은 또한 복수의 구획으로 분할되는데, 즉 A1은 4개의 구획(B11 내지 B14)으
로, 영역(A2)은 3개의 구획(B21 내지 B23), 영역(A3)는 5개의 구획(B31 내지 B35)로 분할된다.
    

    
도 22는 데이터 메모리(23)내에 기억된 데이터 테이블의 예를 도시한다. 그룹 번호(G1 내지 Gn)은 각각 영역(A1 내
지 A3) 및 구획(B11 내지 B35)로 분할된다. 그룹 번호를 할당한 그룹에 속하는 복수의 조명 기구에 해당하는 번호는 
박스 '대상 회로' 내에 등록된다. 열 '대상 회로' 내에 등록된 '1', '2' 등의 숫자는 조명 부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단말
기(32)의 어드레스에 대응한다. 열 명칭 '표시 속성'은 조작 단말기(31) 및 표시 단말기의 표시 램프에 의해 채용된 표
시 방법을 표시한다. 본 실시예에서, 표시 방법은 그룹에 따라 선택적으로 스위칭될 수 있고, 그렇게 스위칭된 표시 방
법은 데이터 메모리(23)내에 기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2에 도시된 것처럼, 조작 상태 표시 방법은 그룹(G1) 및 
G2에 대해 선택되며, 감시되는 상태 표시 방법은 그룹(G3)에 대해 선택된다. 그렇게 선택된 방법은 데이터 테이블 내
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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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조작 단말기(31)의 스위치(Sa 내지 Sc)는 각 그룹(G1 내지 Gn)과 연관된다. 스위치(Sa 내지 Sc) 중 하나가 
조작되는 경우, 전송 제어기(30)는 데이터 메모리(23) 내에 등록된 데이터 테이블을 참조한다. 그룹 번호(G1 내지 G
n)와 관련된 조명 부하를 점등 또는 소등하기 위해서, 전송 제어기(30)는 제어 데이터를 제어 단말기(32)로 송신한다. 
조명 부하의 상태가 제어 단말기(32)로부터 전송 제어기(30)로 리턴되는 한, 전송 제어기(30)는 데이터 메모리(23) 
내에 기억된 데이터 테이블을 참조한다. 그룹의 표시 속성에 대응하는 표시 방법에 따르면, 전송 제어기(30)는 점등/소
등 명령을 조작 단말기(31) 및 표시 단말기로 명령하기 위한 데이터를 송신한다. 결과적으로, 각 조작 단말기(31)의 
표시 램프 및 표시 단말기의 표시 램프가 표시 방법에 따른 조명 부하의 상태를 표시한다.
    

    
종래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조작 상태 표시 방법 또는 모니터된 상태 표시 방법 중 하나로 표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따르면, 표시 방법은 단일 시스템 내의 복수의 그룹을 포함하는 단위별로 선택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전송 제어기(30)의 데이터 메모리(23)내에 기억된다. 결과적으로, 표시 방법은 각각의 조작 단말기(31)의 
스위치(Sa 내지 Sc)의 이용의 목적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전술한 예에서, 구획(B11)에서의 조명 기구와 같은 조명 
기구 그룹은 국부적으로 점등 또는 소등된다. 이 경우, 조작 상태 표시 방법이 사용된다. 중앙 모니터링 룸에서 소등되
지 않은 조명 기구(33)와 관련하여 철저히 감시되어야 하는 영역(A1 내지 A3)에 대하여는, 피감시 상태 표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단일 시스템 내에서의 사용 목적에 따라 표시 방법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시
스템 구성을 간단화하는 이점을 가진다. 만일 동일한 영역(A1 내지 A3) 및 구획(B11)이 패턴 제어에 의해 감시되고 
제어된다면, 두 개의 회로, 즉 조명 부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회로 및 조명 부하를 활성화 해제시키기 위한 회로가 요
구된다. 반대로, 만일 제1 실시예와 관련하여 개시된 바와 같은 피감시 상태 표시 방법이 사용된다면, 이 방법은 단일 
회로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제어될 회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룹 번호(G1 내지 Gn)의 할당 및 표시 속성의 설정과 같은 각종 설정 조작은 설정 장치(40)에 의해 수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 장치(40)는 단일 라인(Ls)에 접속되며, (할당 그룹 번호(G1 내지 Gn)에 속하며 표시 속성을 설정하
는 데이터와 같은) 설정 데이터가 마련된다. 이와 같이 마련된 설정 데이터는 신호 라인(Ls)에 의해 전송 제어기(30)
에 전송된다. 설정 데이터의 수신 시, 전송 제어기(30)는 데이터 메모리(23)에 저장된 데이터 표 내에 설정 데이터를 
등록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서, 조작 단말기의 기능을 가진 소위 선택기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설정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신호 라인(Ls)을 사용하지 않고 퍼스널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를 직접 조사하거나 전송 제어기(30)에 설정
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 하에서도, 데이터의 설정 및 조사는 필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제조 후의 
시스템 구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설정 장치(40) 또는 선택기 스위치를 사용하여 표시 방법을 설
정 및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표시 방법을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 패턴 및 그룹 제어 조작되는 조작 단말
기(31)의 회로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표시 방법을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으며, 이로써 표시 방법의 설정을 가능
하게 한다.
    

제5 실시예

제5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제4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
하므로, 동일한 부분들은 도면 및 설명에서 생략한다. 따라서, 제2 실시예의 특징이 되는 구성 및 조작만을 설명한다.

제5 실시예는 ON-우선 순위 제어 방법 및 후-조작-우선 순위 제어 방법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모두 종래 기술과 
연관하여 설명되고, 각 그룹에 대한 전송 제어기(30)의 데이터 메모리(23)내에 설정될 수 있다.

    
도 23은 데이터 메모리(23)에 저장된 데이터 테이블의 한 실례를 도시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그룹 번호 G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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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는 각각 도 21에 도시된 영역(A1 내지 A3) 및 구획(B11 내지 B35)에 할당된다. 그룹 번호 G1 내지 G35용 컬럼 
세트(column set) 중 하나를 '제어 속성(Control Attribute)'으로 칭한다. 각 그룹에 대한 제어 방법은 온-우선 순위 
제어 방법과 후-조작-우선 순위 제어 방법 사이에 선택적으로 스위칭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온-우선 순위　제어 방법은 그룹(G1 및 G2)에 선택될 수 있고, 후-조작-우선 순위　제어 방법은 그룹(G3)에 선
택될 수 있다. 상기 선택된 제어 방법은 데이터 테이블에 설정된다.
    

    
도 2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 번호(G1 내지 G2)의 영역은 온-우선 순위 제어 방법으로 설정되고, 그룹(G3)의 
영역은 후-조작-우선 제어 방법으로 설정된다. 모든 조명 부하가 조명되는 동안 (조도는 0으로 표시됨), 그룹 번호(
G1)과 연관된 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그룹(G1)의 영역에 제공되는 조명 부하는 소등된다 (소등은 x로 표시됨). 그
러나, 그룹(G1)의 영역과 그룹(G2)의 영역 사이의 중복 영역에 위치된 조명 부하는 해제된 대상을 제외하고 점등 상
태가 유지된다. 그룹(G1) 영역에 제공된 모든 조명 부하가 그룹(G3) 영역 내에 포함도, 그룹(G3)는 후조작 우선 순위 
제어 방법(later-operation-prioritized control method)에 따라 설정된다. 따라서, 그룹(G1) 영역에 제공된 조명 
부하는 ON- 우선 순위 제어 방법에 따라 설정된 그룹(G1)과 연관된 스위치를 작동시킴으로서 소등될 수 있다, 또한, 
도 2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G3)가 후조작 우선 순위 제어 방법에 의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G3)와 연관
된 스위치는 모든 조명 부하가 조명되는 동안 작동되고, 그룹(G1 내지 G2)에 속하는 조명 부하는 조명 부하의 상태에 
관계없이 소등된다.
    

    
종래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 방법은 ON- 우선 순위 제어 방법 또는 후조작 우선 순위 제어 방법 둘 중 하
나로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따르면, 이러한 제어 방법은 하나의 시스템 내에 있는 복수개 그룹을 포함하
는 단위로 선택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전송 제어기(1)의 데이터 메모리(5) 내에 저장된다. 그 결과, 이러한 제어 방법
은 각 조작 단말기(31)의 스위치(S1 내지 S3)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전술한 예에서, 섹션(B11)에서와 
같은 조명 기구 그룹은 부분적으로 조명되거나 소등된다. 이러한 경우, ON-우선 순위법을 채택한다. 후조작 우선 순위 
제어 방법은 영역 (A1 내지 A3)에 대해 채용될 수 있는 데, 이는 소등되지 않는 조명 기구(33)에 의해 중앙 모니터링 
룸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어 방법은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을 간략히 하는 장점을 갖는다.
    

    
제2 실시예에서, ON- 우선 순위 제어 방법에 의해 설정된 복수개 스위치와 연관된 조명 부하(상기 예에서, 그룹(G1) 
영역과 그룹 G2 영역 사이에서 중첩되어 레지스터되는 조명 부하) 만이 다른 스위치를 비작동시키는 것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ON- 우선 순위 함수는 그룹(G1 및 G2) 사이에서만 효율적으로 중첩된다. ON- 우선 순위 제어 방법에 의하
지 않은 다른 그룹(G3)에 속하는 조명 부하는 다른 스위치를 비조작시키는 조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우
선 순위 제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각각의 조명 부하가 다른 후조작 우선 순위 제어 그룹에 속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종래 기술과 관련되어 기술된 바와 같은 더미 제어 단말기가 상기 그룹 각각에 제공될 필요
는 없는 것이다.
    

    
그룹(G1)....Gn의 지정과, 표시 속성의 설정과 같은 다양한 설정 조작을 설정 장치(40)를 사용함으로써 수행한다. 또
는, 이러한 설정 조작은 조작 단말기의 기능을 갖는 이른바 선택기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데이
터는 신호선(Ls)을 사용하지 않고도 퍼스널 컴퓨터에 의해 전송 제어기(30)에서 바로 체크되거나 설정될 수 있다. 이
러한 방법에서, 데이터의 설정 및 체킹은 필드(field)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구성 후 시스템 
구조의 변화에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시 방법은 설정 장치(40) 또는 선택기 스위치를 사용함으로
써 설정 및 체킹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표시 방법을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 조작 단말기(31)의 회로 
설정을 그룹 제어와 연관시켜, 사용자는 표시 방법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실제 사용에 따라 표시기를 설정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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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제어 속성의 선택과 설정은 제4 실시예와 연관되어 기술된 표시 방법의 선택 및 설정과 
조합하여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부 조작 그룹(G1 및 G2)은 후조작 우선 순위 제어 방법과 조작 상태 표시 방법
을 지정한다. 국부 그룹 사이에 중첩되어 위치하는 부하는 온-우선 순위 제어 방법과 조작 상태 표시 방법을 지정한다. 
조작 상태가 센터에서 모니터링되는 부하를 포함하는 그룹(G3)는 후조작 우선 순위 제어 방법과 모니터링된 상태 표시 
방법을 지정한다. 그 결과,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유용함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실시예 6

    
본 실시예에서, 복수개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하나의 조광 단말기(32)에 지정된다. 종래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서, 어드레스는 수개의 워드를 포함하는 데이터로서 저장된다. 따라서, 복수의 어드레스에 지정된 단말기를 생성하면, 
그 용량은 적어도 정수배의 어드레스를 갖는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어드레스를 설정하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1 어드레스가 8 비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물리 어드레스가 00H 내지 F
FH이라면 2048 비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256 어드레스로 설정된다. 또한, 복수의 어드레스(N 어드레스)가 단말기에 
지정되고 이러한 어드레스가 회로 (1) 내지 (N)에 각각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제어가 필요
할 것이다. 상세하게는, 전송 신호를 수신하면, 단말기는 전송 신호에 포함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회로(1)의 어드레스와 
매칭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어드레스 사이에 매칭된 경우가 있다면, 어드레스가 매칭될 때 처리가 수행된다. 어드
레스 사이에 매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로(2)의 어드레스 데이터와 어드레스가 매칭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짓게 
된다. 매칭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어드레스 매칭시 처리된다. 매치하는 것이 없다면, 회로(N)의 어드레스 데이터와 
어드레스 사이가 매칭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매칭되는 것이 있으면, 어드레스 매칭 시 처리가 수행
된다. 최대 N으로 결정된다. 어드레스 매칭에 대한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전송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또
는 회로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광 단말기(32)는 어드레스 설정 메모리(M)을 구비하고, 각 비트의 위치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어드레스와 연관되어 있다. 어드레스 플래그는 어드레스 설정 메모리(M)의 소정의 비트 
위치에 설정되어 있고,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어드레스는 조광 단말기(32)의 어드레스로서 취해진다. 도 4는 32 x 8 
비트 맵 메모리를 도시한다. 제1행에 있는 각 비트는 왼쪽으로부터 순서대로 00H 내지 1FH와 연관되어 있고, 제2행에 
있는 각 비트는 왼쪽으로부터 순서대로 20H 내지 3FH와 연관되어 있고, 제3행에 있는 각 비트는 왼쪽으로부터 순서대
로 40H 내지 5FH에 연관되어 있고, 제4행에 있는 각 비트는 왼쪽으로부터 순서대로 60H 내지 7FH와 연관되어 있고, 
제5행에 있는 각 비트는 왼쪽으로부터 순서대로 80H 내지 9FH와 연관되어 있고, 제6행에 있는 각 비트는 왼쪽으로부
터 순서대로 A0H 내지 BFH와 연관되어 있고, 제7행에 있는 각 비트는 왼쪽으로부터 순서대로 C0H 내지 DFT와 연관
되어 있고, 제8행에 있는 각 비트는 왼쪽으로부터 순서대로 C0H 내지 FFH와 연관되어 있다. 도 4의 예에서, 어드레스 
플래그의 존재 또는 부재를 각 비트가 0 인지 1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어드레스 플래그는 03H 및 04H로 설정된다 (0
3H 및 04H에 대응하는 비트 위치에서의 비트 데이터는 1의 값으로 가정한다). 더 상세하게는, 256 어드레스는 256 
비트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의해 필요한 데이터 량은 종래 시스템에서 요구
되는 데이터 량의 1/8로 감소될 수 있다. 즉, 데이터량은 2048 비트에서 256 비트로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용량이 감소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코스트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데 요구되는 데이터 량이 감소
될 수 있어,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어드레스는 비트 맵 포맷으로 설정된다. 어드레스 간의 매칭을 결정하기 위해, 단말기 처리부(10)는 
어드레스 데이터로부터 비트 맵 어드레스(수신된 전송 신호에 포함된 어드레스 데이터에 대응하는 비트 위치)를 계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다. 어드레스 데이터에 대응하는 비트 맵 상의 비트 위치가 1(즉, 어드레스 플래그가 설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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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면, 어드레스 매칭이 수행되는 시간에 처리가 실행된다. 반대로, 비트 위치가 0라면, 다음 전송 신호를 수신하기 
조작을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 프리셋 어드레스의 수에 상관없이, 어드레스 간의 매칭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하나의 조작
을 통해 완료될 수 있다. 복수의 어드레스를 갖는 경제적인 저속 소자가 단말기 처리부(10)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회
로 수는 전송 속도에 의한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고, 전송 속도는 경제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제7 실시예

    
제7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제6 실시예에 따른 구성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간의 차에 대한 설명만을 하기로 한다. 제3 실시예에 따르면, 그룹 제어 스위치(31b)는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
a(4))와 관련되어 있고,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a(4))에 동일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지정된다. 그룹 제어 스위
치(31b)의 스위치(Sd)를 누르면, 스위치 조작을 막기 위한 조작 신호(OP1)는 그룹 제어 스위치(31b)로부터 전송 제
어기(30)에 전송된다. 전송 제어기(30)는 신호선(Ls)을 통하여,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a(4))에 공통인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스위치(Se)의 가동과 연관된 인터럽션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CN
1)(전송 신호)를 전송한다.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a(4))는 제어 신호(CN1)를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신한다. 이
어서, 스위치(Se)를 누르면, 조명 부하가 제어되지는 않는다.
    

    
이어서, 그룹 제어 스위치(31b)이 스위치(Sd)를 다시 누름으로써, 스위치의 가동이 유효함을 나타내는 조작 신호(OP
2)가 그룹 제어 스위치(31b)로부터 전송 제어기(30)에 전송된다. 전송 제어기(30)는,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
a(4))에 대해 공통인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스위치(Se)의 가동과 연관된 인터럽트를 유효하게 해주는 제어 
신호(CN2) (전송 신호)를 신호선(Ls)에 보낸다.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a(4))는 거의 동시에 제어 신호(CN2)
를 수신하며, 그 후 스위치(Se)의 가동에 의해 조명 부하를 제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3 실시예에 따른 그룹 제어 
스위치(31b)가 제공되어, 나머지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a(4))의 가동을 로킹 (금지)한다. 그룹 제어 스위치(3
1b)의 스위치(Sd)만을 누름으로써,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a(4))가 조명 부하를 제어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
다.
    

제8 실시예

제8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구성은 제6 실시예에서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들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제4 실시예에서, 통풍팬(L)이 부하로서 제어 단말기(32)에 접속된다.

제4 실시예에서, 공통 동시 제어 어드레스는 도 11에 도시한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a(4))에 할당된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송 제어기(30)는 조작 단말기(31a(1) 내지 31a(4))의 조작 표시 램프와 함께 사용하는 동기 신
호와 같은 동시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CN)를 사용한다. 제4 실시예에 따르면, 조작 표시 램프는 동일한 사이
클로 점등할 수 있으므로, 부하(L)의 조작 (활성화) 상태를 조사(감지)할 수 있다

제9 실시예

도 31은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따른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 26 -



등록특허 10-0313553

 
본 명세서에서,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앞', '뒤' 등의 표현은, 본 발명의 구성 요소들이 사용되는 방향으로 배향
되는 경우에 이들을 지정하도록 사용된다. 예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설정 조작 단말기(l1 및 l2 )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1 실시예 내지 제8 실시예에 개시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과는 구성이 다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조작 
단말기의 어드레스 및 제어 단말기의 어드레스가 서로 대응하도록 배열되고 이러한 대응 관계를 정의하는 대응표가 전
송 제어기(30)에 등록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어드레스들간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대응표는 설정 조작 단말기
(1)의 사용에 의해 전송 제어기(30)에 설정된다. 만일 서로 대응하는 조작 단말기의 어드레스 및 제어 단말기의 어드
레스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면, 어드레스들간의 대응 관계를 용이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널(channel)'의 
개념이 사용되어 어드레스를 지정한다. 서로 일대일 대응하는 조작 단말기의 어드레스 및 제어 단말기의 어드레스는 동
일 채널로 설정된다. 하나의 채널 (어드레스)에서는, 부하 번호를 지정함으로써 네 개의 부하(L)를 제어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0' 채널은 부하 번호 '1' 내지 '4'로 할당된 네 개의 부하(L)를 제어할 수 있다. 채널 '0'의 부하 번호 '1'로 할
당된 부하(L)는 '0-1'로 표현된다. 이에 의해, 이와 같이 설정된 채널 및 부하 번호가 한 쌍으로 사용됨으로써, 조작 
단말 및 제어 단말이 서로 대응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백열등(L1 ); 각각이 인버터 점등 장치를 구비한 형광등(L 2 ); 에어콘의 팬 코일
(L3 ); 및 스피커(L4 )를 포함한다. 백열등(L1 )는 조광 제어 단말기(33 1 내지 333 ) (1500 W, 800 W 및 500 W)에 
의해 제어되며, 이 조광 제어 단말기의 용량은 램프의 수에 대응한다. 형광등(L 2 )는 점등 및 소등을 제어하는 중계 장
치를 구비한 제어 단말기(32)에 의해 제어되며 광 출력을 제어하는 조광 제어 단말기(33 4 )에 의해 제어된다. 조광 제
어 단말기(334 )는 0 내지 10 V의 전압 신호를 점등 장치에 전달하며, 점등 장치는 전압 신호에 의해 형광등(L 2 )로부
터 방출된 광의 세기를 변화시킨다. 팬 코일과 함께 사용하는 제어 단말기(336 )는 팬 코일(L3 )의 조작 속도를 3단계
로 제어한다. 스피커(L4 )의 볼륨은 볼륨 제어용 제어 단말기(337 )에 의해 제어된다. 전동 커텐, 전동 화면과 같은 기
타의 전동 응용 장치 및 통풍팬이 기타의 부하로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접속될 수 있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조작 단말기로서, 제1 내지 제8 실시예에서의 스위치와 구성이 동일한 스위치(So)를 갖는 
제어 단말기(31); 조광 조작 단말기(38 1 , 382 ); 및 각종 센서들의 접속을 허용하여 접촉 출력(contact output)을 발
생시키는 접촉 입력(contact input)용의 조작 단말기 (단말기를 감시하는 일 유형)를 포함한다. 무선 송신기(34a)를 
구비한 조작부를 제공하거나, 무선 수신기(34b)와 결합하여 무선 송신기(34a)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조작 단말기를 
구성할 수 있다. 두 개의 조광 조작 단말기(38 1 , 382 )는 조작부의 크기 및 구조면에서 서로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조
광 조작 단말기(381 )는 비교적 소형의 푸시 버튼 핸들을 포함하며, 조광 조작 단말기(38 2 )는, 일측이 피벗(pivot) 형
태로 지지되는 비교적 대형의 피아노 핸들형(piano-handle-type) 핸들을 포함한다. 조광 조작 단말기(38 1 , 382 )의 
조작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선(Ls)을 연장하기 위하여, 중계기(증폭기)(35)가 신호
선(Ls)에 접속됨으로써, 전송 신호의 전송 시에 감쇠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예시된 예에서, 두 개의 설정 조작 단말기
(l1 , l2 )는 릴레이(35)에 접속된다. 설정 조작 단말기(l 1 )는 컬러 표시를 제공하며, 설정 조작 단말기(l 2 )는 단색 표시
를 제공한다. 컬러 표시 설정 조작 단말기(l1 )는 원격 제어 변압기 (추후 설명함)(36)로부터 24V의 ac 전력을 공급받
는다. 컬러 표시 및 단색 표시는 실질적인 기능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므로, 두 조작 단말기(l 1 , l2 )간의 차이를 두지 않
고 이들을 '설정 조작 단말기(l)'라고 한다.

    
다음으로, 대응 데이터를 설정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설정 절차는, 대응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는 전 처리 단계, 대응 
데이터가 실제로 전송되는 전송 처리 단계, 및 대응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되는 후 처리 단계의 세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조작이 개시되면, 전송 제어기(30)는 대응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비전송'으로 전송 상태를 설정한다. 즉, 
전송 제어기(30)는, 부하(L)가 제어되는 종래의 전송 제어기의 조작 모드와 동일한 조작 모드가 된다. 인터럽트 신호
가 발생되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데이터 전송이 행해지고 있지 않으면, 전
송 제어기(30)는 풀 타임 폴링(full-time polling) 조작을 수행하며, 여기서 조광 모드의 전송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
생된다.
    

    
전 처리 단계에서, 만일 대응 데이터를 전송 제어기(30)에 전송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 단말기는 인터럽트 신
호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인터럽트 신호가 검출된다. 인터럽트 신호의 검출 시, 전송 제어기(3)는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킨 단말기를 특정하고 인터럽트 요청을 판정한다. 이러한 처리는 부하(L)가 제어되는 경우에 수행되는 바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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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대응 데이터의 전송 시, 설정 조작 단말기(1)는 데이터 전송 요청을 전송 제어기(30)에 전송한다. 대응 데이터
가 전송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전송 제어기(30)의 전송 상태가 '전송 진행 중'으로 설정된다. 만일 데이터 전송 요
청이 설정 조작 단말기(1)로부터 전송되지 않으면, 이것은 부하(L)가 통상 제어임을 표시하므로, 전송 제어기(30)는 
요청에 따라 부하(L)를 제어한다.
    

    
전송 제어기(30) 및 설정 조작 단말기(1)간의 신호 교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 조작 단말
기(1)는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인터럽트 신호에 응답하여, 전송 제어기(30)는, 인터럽션 폴링 조작을 
수행하고 설정 조작 단말기(1)의 어드레스의 리턴를 대기하도록 인터럽트 플래그를 설정한다. 설정 조작 단말기(1)의 
어드레스를 수신하면, 전송 제어기(30)는 설정 조작 단말기(1)로부터의 요청을 감시한다. 전송 제어기(30)에 의한 요
청의 감시에 응답하여, 설정 조작 단말기(1)는 대응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전송 제어기(30)에 대한 요청을 만든다. 
요청의 수신 시, 전송 제어기(30)는 인터럽트 플래그를 클리어한다. 또한, 대응 데이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송 제어기(30)는 대응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256 바이트의 어드레스 영역을 확보한다. 256 바이트는 하나의 단위
로 취급되며 1 페이지라고 하므로, 1 페이지의 어드레스 영역이 확보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1 페이지의 어드레스 영역
이 확보되는 경우, 대응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해 확보된 어드레스 영역은 설정 조작 단말기(1)에 보고되며, 설정 조작 
단말기(1)는 대응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도록 요청된다. 대응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설정 조작 단말기(1)에 대한 요
청이 이루어진 후, 전송 제어기(30)는 설정 조작 단말기(1)로부터의 대응 데이터의 전송의 상태를 감시한다. 대응 데
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다는 통지 (즉, '전송 진행 중'의 통지)가 설정 조작 단말기(1)로부터 리턴되면, 전송 제어기(30)
는 전송 진행 단계에 들어간다.
    

전송 진행 단계 동안, 설정 조작 단말기(1)는 대응 데이터를 전송 제어기(30)에 전송한다. 만일 대응 데이터의 용량이 
너무 커서 한 번의 전송으로 보내질 수 없으면, 대응 데이터의 일부만이 전송된다. 만일 대응 데이터의 전송이 미처 완
료되지 않았으면, 설정 조작 단말기(1)는 인터럽트 신호를 다시 발생시켜 앞의 처리 조작들이 되풀이되게 함으로써, 대
응 데이터의 전송을 계속한다.

    
특히, 전송 제어기(30)는 설정 조작 단말기(1)로부터 전송된 대응 데이터량을 모니터하여 설정 조작 단말기(1)가 바
이트 카운터 신호를 되돌리게 한다. 다음에, 전송 제어기(30)는 대응 데이터를 모니터하여 설정 조작 단말기(1)가 바
이트 카운터 신호에 의해 특정된 바이트 수로 대응 데이터를 전송하게 한다. 여기서, 모든 대응 데이터는 한번에 전송되
지 않지만, 대응 데이터는 복수의 데이터 세그먼트로 분할된다. 설정 조작 단말기(1)로부터 전송 제어기(30)로의 대응 
데이터의 전송은 바이트 카운터 신호에 의해 특정된 바이트 수로 대응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된다. 마지
막으로, 전송 제어기(30)는 설정 조작 단말기(1)를 요청하여 대응 데이터에 관한 체크썸을 보낸다. 체크썸의 수신시, 
전송 제어기(30)는 전송 에러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대응 데이터는 패턴 제어되는 패턴들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패턴 번호, 또는 그룹 제어되는 그룹들을 구별하기 위한 그룹 번호, 제어되는 부하(L)의 어드레스, 및 제어의 
종류(nature)를 포함한다. 설정 조작 단말기(1)로부터 전송 제어기(30)에 전송되면서 분할되는 대응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패턴 제어 또는 그룹 제어에 관한 대응 테이블이 전송 제어기(30) 내에 등록된다.
    

후 처리 조작은 전송 제어기(30)의 전송 상태를 '전송하지 않음'으로 설정하기 위한 조작이다. 대응 데이터의 설정 완
료 후에, 전송 제어기(30)는 설정 조작 단말기(1)의 전송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전송의 완료를 확인한다. 다음
에, 데이터 전송 완료 명령을 보내어, 대응 데이터의 전송에 관한 모든 처리 조작의 완료를 설정 조작 단말기(1)에 알
린다.

이러한 절차 하에서, 부하(L)이 제어될 수 있는 아이들 시간(idle time)과 부하(L)에 대한 제어 데이터가 아직 발생되
지 않은 동안에, 패턴 또는 그룹 제어를 위한 대응 데이터는 설정 조작 단말기(1)로부터 전송 제어기(30)에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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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대응 데이터가 설정 조작 단말기(1)로부터 전송 제어기(30)로 다른 시간에 전송
되면서 세그먼트로 분할된다. 이는, 한번에 동일한 양의 대응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보다 긴 전송 시간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부하(L)이 제어될 수 없는 동안의 시간 기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응 데이터가 전송되면서 
부하(L)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아이들 시간을 이용하여 분할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대응 데이터는 부하(L)이 
제어될 수 없는 동안의 시간 기간을 유도함없이 전송될 수 있다. 대응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이들을 분할된 상태에 있도
록 하기 위해, 전송 제어기(30)는 전송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보유한다. '전송 중'을 나타내는 데이터 및 '전송하지 않
음'을 나타내는 데이터에 의해, 전송 제어기(30)는 전송되지 않은 대응 데이터 세그먼트가 아직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그 결과, 전송 상태가 '전송 중'인 기간 동안 전송 제어기(30)가 부하(L)에 요청되면, 전송 제어기(30)는 대
응 데이터의 전송에 우선하여 부하(L)을 제어한다. 부하(L)의 제어 완료 후에, 대응 데이터의 전송이 중지되어, 부하(
L)의 제어를 방해하지 않고서 대응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다.
    

    
다음에, 설정 조작 단말기(1)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정 조작 단말기(1)는 액정 표시 
장치 및 이 액정 표시 장치에 부착된 백라이트로부터 단일의 조각으로 형성되는 액정부(11); 및 액정부(11)의 화면 상
에 중첩되는 투명 터치 패널(12)을 포함한다. 화소의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는 액정부(11)을 위해 사용되며, 
그래픽스는 화소들의 조합에 의해 표시된다. 터치 패널(12)은 투명 시트 부재와, 투명 전극으로 형성되며 시트 부재 상
에 배열된 복수의 컨택트를 포함한다. 터치 패널(12)은 내압 감지형이며, 손가락 등의 부재가 시트 부재를 터치하는 위
치를 출력한다.
    

    
설정 조작 단말기(1)는 전송 제어기(30)에 접속된 신호선(Ls)에 접속되어 전송 신호를 교환하는 송수신 회로(21')를 
포함한다. 송수신 회로(21')는 전송 처리부과 제어부 사이에서 공유되는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0')에 접속된다.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0')는 플래시 메모리(22) 내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따라 조작한다. 어드레스를 판정
하는 기능 데이터 및 단말기의 기능은 플래시 메모리(22)의 적어도 일부 내에 기록된다. 또한, 각종의 메시지 및 기호 
등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위해 이용 가능한 데이터도 플래시 메모리(22) 내에 기록된다.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0')는 래치 회로(33')에 의해 액정부(11) 상의 표시 내용을 통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액정 제어
기(24')에 전송한다. 미리 DRAM(25) 내에 레지스터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액정 제어기(24')는 액정부(11)의 미
리 결정된 위치에서 미리 결정된 정보를 표시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DRAM(25)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는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0')를 설정 모드로 설정함으로써 터치 패널을 이용하여 내용을 설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된 내용은 DRAM(25) 내에 기억된다.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0')가 조작 모드로 설정되어 
터치 패널(12)이 조작함으로써, 액정부(11) 상에 표시되는 정보가 DRAM(25) 내에 기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정
된다. 액정부(11)의 콘트라스트 및 백라이트의 휘도는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0')에 의해 콘트라스트 조정부(26) 및 
백라이트 인버터 회로(27)를 제어함으로써 조정된다. 또한, 비퍼(28)는 메인 마이크로컴퓨터(20')에 접속된다. 사용
자가 터치 패널(12)의 선정된 영역을 터치하거나 또는 불안정한 조작을 수행하는 경우, 비퍼(28)가 활성화되어, 사용
자에게 입력의 수용 또는 불안정한 조작을 통지한다. 필요에 따라, 불안정한 조작 및 입력의 수용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사운드를 설정한다.
    

    
설정 조작 단말기(1)는 백라이트플 포함하며 비교적 높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설정 조작 단말기(1)의 내부 
전력은 신호선(Ls)으로부터 공급되지 않고, 전원 회로(29)에 의해 정류되고 안정화되는 AC 24V로 공급된다. 전원 회
로(29)로부터 공급된 AC 24V는 전송 제어기(30)를 따라 분배 패널 내에 배치된 원격 제어 변압기로부터 공급된다. 
원격 제어 변압기는 통상 전송 신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스위치에 의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 수 있는 원격 제어 
중계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제공된다. 원격 제어 변압기로부터 출력된 AC 24V가 설정 조작 단말기(1)에 공급되기 
때문에, AC 100V와 같은 상용 전력으로부터 직접 설정 조작 단말기(1)에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 내부 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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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는 5V, 12V 및 20V의 전압이 24V보다 낮기 때문에, 필요한 수의 전압 안정화 회로와 같은 간단한 구성을 이
용하여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상기 설정 조작 단말기(1)는 도 32에 도시된 구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설정 조작 단말기(1)는 액정부(11)과 터
치 패널(12)을 갖는 조작 표시부(2)와 함께 다른 회로들을 수용하기 위한 메인부(3)을 이동 가능하게 접속함으로써 
구성된다.

    
조작 표시부(2)는 전방(즉, 도 3에 나타낸 상면)이 개방되어 있는 전방 본체(41); 상기 본체(41)의 내부 하면 상의 업
라이트 위치에 제공된 보스(boss; 41a) 상에 설치되는 패널 형상 액정부(11); 및 액정부(1)의 전방측 표면 상에 놓인 
시트류의 터치 패널(12)을 포함한다. 액정부(11)의 표시 영역은 중간판(42) 내에 형성된 창(42a)에 의해 노출되게 
된다. 또한, 직사각형의 장식판(43)이 중간판(42)의 정면 상에 놓인다. 전방 본체(41), 중간판(42) 및 장식판(43)은 
절연 합성 수지로 형성된다. 또한, 터치 패널(12)은 손가락 또는 다른 부재에 의해 눌려졌을 때 활성화된다. 대체 가능
한 투명 보호 시트(13)가 터치 패널(12)의 표면에 부착되어, 터치 패널(12) 상에 지문이 남는 것이 방지된다. 보호 시
트(13)가 지문이나 먼지에 의해 더러워지면, 보호 시트(13)를 교체하여 터치 패널(12)이 용이하게 유지될 수 있다.
    

    
전방 본체(41)과 중간판(42)은 본체(41)의 후면으로부터 보스(41a)를 통해 삽입된 접시 머리 나사를 중간판(42)과 
나사 결합함으로써 서로 접속된다. 6개의 리프트 방지 탭(41b)이 전방 본체(41)의 전방 주변 벽면을 따라 돌출되어 형
성된다. 리프트 방지 탭(41b)은 그 선단을 향하여 폭이 크게 되도록 형성된다. 리프트 방지 탭(41b)은 중간판(42)의 
주변에 형성된 노치(42b)과 결합된다. 리프트 방지 탭(41b)과 노치(42b)를 결합함으로써, 전방 본체(41)로부터 중간
판(42)이 리프팅되는 것이 방지되어, 중간판(42)의 뒤틀림에 의해 발생되는 전방 본체(41)와 중간판(42) 사이의 클
리어런스(clearance)의 발생이 방지될 수 있다. 리프트 방지 탭(41b)과 노치(42b)는 비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
로 인해 전방 본체(41)과 중간판(42)의 결함 조립을 방지한다.
    

    
박스 장착 홀(59a)은, JIS로 정의되는 큰-각 스트링(large-angle string) 배선 부속물을 장착하는 데 사용되는 3개
의 장착 프레임을 차례로 배열함에 의해 생성되는 3겹 프레임에 홀이 형성되는 피치(pitch)와 동일한 피치에서, 장착 
피스(piece)(51b 및 51c)에 형성된다. 더욱이, 메인부(3)은 3개의 3-모듈 배선 부속물을 차례로 배열함에 의해 생성
되는 3겹 모듈과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메인부(3)은 배선 부속물을 장착하기 위한 부재의 사용에 의해 장
착될 수 있음으로 인해, 새롭게 제작하는 주문자-설계 장착 부재의 필요성을 제거하며, 장착 방법에 최소한의 훈련을 
요구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설정 조작 단말기(1)를 사용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다양한 부하, 예컨대, 백열등(L 1 ), 형광
등(L2 ), 팬 코일(L3 ) 및 스피커(L4 )를 포함하며, 백열등(L1 ) 및 형광등(L2 )의 조광을 가능하게 하며, 팬 코일(L3 ) 
및 스피커(L4 )의 출력의 조절뿐만 아니라 부하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조작부 및 제어부는 이런 부
하의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구된다. 설정 조작 단말기(1)에 있어서, 액정부(11)는 표시부로 조작하며, 조작부는 
액정부(11) 및 터치 패널(12)상에 표시된 그래픽 및 문자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다.

    
제어될 모든 부하의 표시 및 조작부에 관한 데이터가 액정부(11)의 단일 화면상에 표시된다면, 액정부(11)가 큰 화면
을 갖는 것이 요구됨으로써, 설정 조작 단말기(1)가 고가이며 크기가 커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
정부(11)의 화면당 표시될 데이터의 양은 비교적 적게 되며, 다수의 부하의 표시 및 조작부와 관련된 데이터는 화면 표
시를 스위칭함으로써 액정 표시부(11) 상에 표시될 수 있다. 특히, 터치 패널(12)의 조작 특성 해석은 액정부(11) 상
에 나타나는 화면 표시와 관련하여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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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면을 스위칭하기 위한 5개의 버튼(S 1 내지 S5 )는 액정(11)의 화면상의 좌측 컬럼상에 표
시된다. 이들 버튼(S1 내지 S5 )은 화면간의 스위칭에 관련없이 항상 표시된다. 버튼(S1 내지 S5 )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패턴 제어(패턴), 그룹 제어(그룹), 조명 기구 제어(조광/개별), 및 구동 커튼/팬 코일부 제어(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응
용 제품등)에 할당된다. 버튼(S1 내지 S5 )과 대응하는 터치 패널(12)상의 임의의 영역이 터치될 때(눌러질 때), 화면 
표시는 최종 선택된 제어와 대응하는 화면에 스위칭 된다. 마크 M이 버튼(S 1 내지 S5 ) 중 선택된 하나의 측면을 나타
냄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현재 선택된 화면을 알려주게 된다. 두 개의 버튼(S 3 및 S4 )이 조명 기구 제어에 할당되는 이
유는 조명 기구가 제어될 어떤 다른 부하보다 큰 수로 제공된다는 점에 있다.

먼저, 전술한 설정 조작 단말기(1)의 사용을 통해 부하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간단한 설명을 한다. 조명 기구(백열등 또
는 형광등)의 시간 제어(조명 및 소등)에서, 도 34에 도시된 것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조명 기구의 조명 및 소등은 
단일 조작부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조명 기구의 조광은, 조작부처럼, 광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명 
기구에 지시하기 위한 업 조작부, 광 출력을 감소시키시 위해 조명 기구에 지시하기 위한 다운 조작부, 및 조명 기구가 
조명 또는 소등되도록 지시하기 위한 온/오프 조작부를 요구한다. 더욱이, 광 출력의 레벨을 나타내기 위한 레벨 표시부 
및 조명 기구가 점등 또는 소등된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점등/소등 표시부가 또한 요구된다. 온/오프 조작부 및 조명/소
등 표시부는 조명 기구를 단독 점등 또는 소등하는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점등 목적용 조작 및 표시
부는 점등 및 소등 목적용만의 조작 및 표시부로써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 버튼(S 11 ), 다운 버튼(
S12 ), 및 온/오프 버튼(S 13 )은 조명 기구 조작부에 제공된다. 더욱이, 점등/소등 표시부(D 11 ) 및 바-표시-형 레벨 
표시기(D12 )는 표시부에 제공된다. 점등/소등 표시부(D 11 )는 온/오프 버튼(S13 )상에 중첩된다. 조명 기구의 상태에 
따라, 문자 '온' 및 '오프'는 선택적으로 표시된다. 사용자가 조명 기구의 점등 및 소등만을 지시하는 경우, 업 버튼(S 1

1 ), 다운 버튼(S12 ), 및 레벨 표시기(D12 ) 모두는 표시되지 않고, 온/오프 버튼(S 13 ) 및 점등/소등 표시부(D 11 )이 
표시 된다. 더욱이, 심볼은 점등/소등 표시부(D 11 )에 사용될 수 있다.

설정 조작 단말기(1)는 부하의 그룹 제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룹 제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느 대상이 종
합적인 방식으로 제어되는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설정 조작 단말기(1)는 패턴 제어를 통해 부하를 제어할 
수 있다. 패턴 제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느 대상이 제어되는지를 나타낼 뿐만아니라 대상이 제어되는 상태의 
특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그룹을 이루는 부하, 패턴 제어 및 부하가 제어되는 상태는 후술한다. 그룹 제어가 이미 설정되었다면, 도 34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 '조광/개별'과 유사한 화면은 사용자가 버튼(S 2 )을 터치하는 것에 응답하여 나타난다. 화면 상에 표시
된 조작부 중 임의의 하나가 터치된다면, 다수의 부하는 종합적인 방식으로 동일 제어 상태에 놓여진다. 따라서, 사용자
가 다수의 조명 기구의 활성 또는 비활성을 종합적으로 제어하거나, 또는 조명 기구의 광 출력에 감소 또는 증가를 원한
다면, 조명 기구는 그룹 제어 또는 그룹 조광된다. 더욱이, 마스터 페이더(fader)(S 8 및 S9 )는 바-표시-형 레벨 표시
기(D1 )를 따라 액정부(11)의 화면 상에 표시 된다. 마스터 페이더(S 8 및 S9 )의 사용은 그룹 조광 조작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모든 조명 기구의 광 출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게 된다. 마스터 페이더(S 8 및 S9 )는, '조광/개별' 화면 및 '다
른 전동 응용 제품등'의 화면 상에 고르게 나타난다.

패턴 제어가 이미 설정되였다면, 시나리오와 대응하는 버튼(S1 )은 터치된다(패턴 제어가 방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 
선택되기 때문에, 패턴 제어의 특성은 방에 사용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하도록 이루어진다. 여기서, 용어 '시나리오'는 패
턴 제어를 알리는데 사용된다). 도 3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튼(S 41 내지 S44 )은 액정부(11)의 화면의 하부에 나타
난다. 이들 버튼(S41 내지 S44 )는 각각의 시나리오와 대응한다. 사용자가 소정의 시나리오와 대응하는 버튼(S41 내지 
S44 )중 하나를 터치할 때, 미리 설정된 대상은 시나리오와 대응하는 상태로 제어된다.

조작부(버튼 또는 조작 버튼)와 같은 표시 및 심볼은, 설정 조작 단말기(1)가 제어 단말기(32)에 지시를 보낸 후, 전송 
제어기(30)로부터 리턴된 제어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설정 조작 단말기(1)의 내부 처리에 의해서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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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설정 조작 단말기(1)는 부하에 행해지는 제어의 특성을 지시할 수 있다.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그룹 및 패턴 제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될 부하와 조작부 사이의 대응 관계, 또한 그룹 또는 패턴 제어
될 부하와 부하가 제어되는 상태 사이의 대응 관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설정 조작 단말기(1)는 
부하를 지시하기 위한 설정 스위치(SW)를 갖춘다. 설정 스위치(SW)는 버튼(S 1 내지 S5 )중 임의의 하나가 선택되는 
동안 눌러진다. 버튼 (S1 )이 선택된다면, 그룹 제어의 특성은 설정될 수 있다. 버튼(S 2 )이 선택된다면, 그룹 제어의 특
성은 설정 될 수 있다. 버튼(S3 내지 S5 )중 임의의 하나가 선택된다면, 제어될 부하와 조작부 사이의 대응 단계는 설정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설정 스위치(SW)를 누르고 3초 이상 동안 유지한 결과로써,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설정 모드로 들어갈 때
의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조작 설명은 후술된다. 도 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정 모드용 초기 화면은 사용자가 선정
된 설정 조작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는 '초기 설정', '어드레스 설정', 부하 심볼 설정', '패
턴/그룹 설정', '조작 잠금 설정', 및 화면 클리닝 모드'로부터 소정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정의 설정 조작은 조작
부, 즉 버튼(S71 내지 S76 )중 임의의 하나를 터치함으로써 선택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설정 조작은 화
면상에 중첩된 터치 패널(12)의 사용을 통해 수행된다. 화면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있어서, 조작에 요구되지 않는 버튼
은 도면에서 생략되었으나, 화면은 도 33에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도 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NORMAL)'으로 명시된 버튼(S 61 )은 설정 모드의 선택 화면의 우측부 상에 표시된
다. 버튼(S61 )이 터치될 때, 다른 화면은 제어 모드로 나타나며, 버튼(S 1 내지 S5 )이 표시된다.

    
'초기 설정' 버튼이 도 35에 도시된 화면에서 선택될 때, 설정 조작 단말기(1)의 기본 조작 파라미터, 예컨데 화면의 밝
기 또는 비퍼(28)의 체적은 설정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콘트라스트 설정' 조작, '화면 셧오프의 설정' 조작, '조작 
사운드 설정' 조작 및 자동 화면 조명의 설정' 조작으로부터 임의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액정부(11)의 화면의 콘트
라스트를 제어하고, 입력 조작이 완료되는 순간과 화면이 셧오프되는 순간 사이의 지속 시간을 설정하고, 버튼이 눌려
졌을때 조작 사운드가 나오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블랭크 화면이 표시될 때 부하(L)의 조작 상태에서 변화가 표시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35에 도시된 화면 상에서 '어드레스 설정' 조작이 선택되면, 단말기의 어드레스가 설정 
및 확인될 수 있다. 도 37, 39 및 4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설정 모드에서, 버튼(S1 내지 S5)로부터 하나의 버
튼이 선택되면, 단 4개의 버튼(S41 내지 S44 )만이 활성 조작부로서 표시된다. 상세하게는, 4개의 스위치가 하나의 채
널에 할당되기 때문에, 4개의 버튼(S41 내지 S44 )이 유효 조작부로서 표시된다.

도 15에 도시된 화면에서 '패턴' 버튼(S1)이 눌러지면, 화면은 도 37에 도시된 화면으로 변경된다. 도 37에 도시된 화
면의 우측부 상에 나타난 '통상' 버튼(S61 )에 더해, '리턴' 버튼(S 62 )이 지정된다. 버튼(S62 )을 누르면, 화면은 이전 
화면으로 변경된다. 도 36 또는 도 37에 도시된 화면에서 버튼(S 41 내지 S44 )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화면은 도 3
8에 도시된 화면으로 변경되며, 이 화면에는 단말기의 어드레스와 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조작부가 표시된다. 그 결과, 
도 37에 도시된 화면 상의 버튼(S41 내지 S44 )으로부터 선택된 버튼의 어드레스 및 기능이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튼(S41 )을 누르면, 버튼(S41 )의 표시 상태가 변경되어, 버튼(S41 )이 선택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태에서, 패
턴 제어 사용을 위한 어드레스(즉, 패턴 어드레스)가 버튼(S 41 )에 할당된 것을 인지하면, 어드레스 값이 박스(B1 )에 
표시된다. 패턴 어드레스가 아직 버튼(S41 )에 할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숫자 키 패드를 이용하여 패턴 어드
레스를 설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미 할당되어 있던 패턴 어드레스가 변경되는 경우, '클리어' 버튼을 눌러 패턴 어
드레스를 소거하고, 숫자 키 패드의 이용에 의해 새로운 패턴 어드레스가 입력된다. 도 38은 'P1'이 패턴 어드레스로서 
설정되었음을 나타낸다. 패턴 어드레스가 각각의 버튼(S41 내지 S44 )에 할당된 후 버튼(S63 )을 누르면, 버튼(S41 내
지 S44 )에 할당된 패턴 어드레스가 결정된다.

    
그룹 제어용 어드레스(즉, 그룹 어드레스), 조광/개별 제어용 어드레스(즉, 조광/개별 어드레스), 및 전동 응용 장치 제
어용 어드레스(즉, 전동 응용 장치 또는 유사 장치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룹 설정의 경
우, 화면은 도 39의 화면에서 도 40의 화면으로 변경된다. 조광/개별 설정의 경우에서, 화면은 도 41의 화면에서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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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화면으로 변경된다. 도 40 내지 도 42에 도시된 각각의 화면 상에는, 그룹 제어 및 조광/개별 제어에 적합한 설정 
버튼들이 나타나 있다.
    

도 39에 도시된 그룹 제어 어드레스 설정용 화면 상에, 조광 레벨이 공동 방식으로 제어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한 '그
룹 조광' 버튼(S65 )이, 버튼(S61 및 S62 )과 함께 화면의 우측 하단부에 나타나 있다. 이 버튼(S65)을 누르면, 모든 조
명 기구의 광의 세기가 그룹 제어를 통해 공동 방식으로 제어될 수 있다. 버튼(S 41 내지 S44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 요
구되는 조작은 패턴 어드레스의 설정에서 요구되었던 것과 동일하며, 그러한 조작에 의해, 도 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 제어에 적합한 버튼 설정이 표시된다. 도 40에 도시된 화면에서, 사용자는, 부하 활성화를 위한 조작이 완료된 후 
선정된 기간 동안만 부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시 조명(이 경우, 부하는 통상적으로 조명 기구에 대응함)과, 부하를 비
활성화하기 위한 조작이 완료된 후 부하를 비활성화하기 위한 지연 셧오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의 지
속 주기는 복수의 단계로 설정될 수 있다. 상세하게는, 일시 조명 조작은 ('일시' 버튼을 이용하여) 5 단계 -즉, 30초, 
1분, 5분, 1시간, 2시간- 중 선택하여 설정될 수 있다. 지연 셧오프 조작은 ('DELAYED' 버튼을 이용하여) 3 단계 -
즉, 30초, 1분, 5분- 중 선택하여 설정될 수 있다. 설정 조작 중 실수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클리어' 버튼을 누른다. 일
시 조명 또는 지연 셧오프와 같은 타이머 제어를 취소하기 위해, 사용자는 '타이머 클리어' 버튼을 누른다. 도 40에 도
시된 바와 같이, 그룹 어드레스 및 다른 설정들(타이머 제어 포함)이 박스(B2 )에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도 40의 박
스(B2 ) 내에 도시된 메시지는, 그룹 어드레스가 'G1'이며, 셧오프가 30초 지연되도록 설정되었음을 나타낸다. 도 18 
및 도 19에 도시된 화면 상에서도, '설정' 버튼(S 63 )이 나타난다. 버튼(S63 )을 누르면, 버튼(S41 내지 S44 )에 할당되
는 그룹 어드레스가 결정되고, 그 결과 결정된 그룹 어드레스는 전송 제어기(30)로 전송된다.

개별 또는 조광 어드레스 설정의 대상인 버튼(S41 내지 S44 )이 도 41에 도시된 화면 상에 나타난다. 이 화면 상에서, 
버튼(S41 내지 S44 )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누르면, 도 42에 도시된 화면이 나타난다. 그룹 제어의 경우에서처럼, 
개별 제어 및 조광 제어도 타이머 제어를 허용한다. 도 42에 도시된 화면 상에서, '개별' 또는 '조광'을 선택함으로써, 
단 하나의 조명 기구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또는 조명 기구의 조광이 선택될 수 있다. '리턴' 버튼을 누름으로써, 박스
(B3 ) 내에 나타난 부하 중 검사되는 부하를 선택할 수 있다. 상세하게는, 복수의 부하의 설명이 박스(B 3 ) 내의 행에 표
시된다. 박스(B3 )의 외부에 제공된 커서(C1)는, '리턴' 버튼을 누르면 수직으로 이동하여, 박스(B 3 ) 내에 제공된 행 
중 하나를 지시한다. '리턴' 버튼은 순차적으로, 순환적으로 행을 선택하는 데 사용된다. 도 42에 도시된 화면에서, '부
하 선택' 버튼(S64 )이 화면의 우측 상단부에 나타난다. 이 버튼(S 64 )은 부하의 유형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어, 선택된 
부하의 유형에 따라 화면 우측 상단의 지시부 내에 표시되는 설명을 변경한다. 도 43(a) 내지 도 4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백열등이 조광 조작의 대상이고 256개까지의 백열등이 제어되는 경우(도 43(a)), 조광 조작이 수행되지 않는 경
우(도 43(b)), 백열등이 조광 조작의 대상이고 16개까지의 백열등이 제어되는 경우(도 43(c)), 및 인버터 형광등이 
조광 조작의 대상인 경우(도 43(d)) 중에서 원하는 하나를 순차적으로, 순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도 42에 도시된 
화면 상에서 '설정' 버튼(S63 )을 누르면,도 42에 도시된 화면의 세부 사항이 설정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동일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할당된 제어 단말기는, 순차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전송 신호를 수신하
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조명 부하의 강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원격 검사 제어 시스템
은 시간 지연없이 복수의 그룹 조명 부하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개별 어드레스를 사용하면 
조명 부하의 개별 제어가 가능한다. 조명 부하가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경우에도, 조명 부하가 동시에 그룹을 이룰 때 조
명 부하의 강도는 변경되며, 따라서 사용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던 시간 지연의 발생이 방지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조작 단말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 표시 방법이 선택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성이 용이해진다.

본 발명은, 시간 지연없이 그룹을 이룬 복수의 부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개별 어드레스가 사용되
면, 부하는 개별적으로 제어된다. 따라서, 제어 중에 개별 부하들이 그룹을 이룰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부하들이 
동시에 제어되어, 사용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던 시간 지연의 발생이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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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원격 검사 제어 시스템은 비교적 작은 점유 공간을 필요로 하며, 설정, 제어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다기능 설정 조작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기능 성능을 성취하고, 비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어드레스가 할당되는 복수의 조작 단말기 - 각각의 조작 단말기에는 조작부가 제공되어 있음 -;

유일한 어드레스가 각각 할당되는 부하에 접속된 복수의 제어 단말기 - 상기 각각의 제어 단말기는 단말기 처리부를 
갖추고 있음 -;

멀티드롭 접속(multidrop connection)을 통해서 상기 조작 단말기와 상기 제어 단말기에 접속된 신호선;

    
상기 신호선에 접속되어 있어서 상기 조작 및 제어 단말기 각각과 전송 신호를 교환하는 전송 제어부 - 상기 전송 신호
는 상기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의 조작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 단말기에 접속된 부하를 제어하기 위
해 상기 전송 제어기에 설정된 어드레스들 간의 일치에 따라서 지정된 제어 단말기로 송신되며, 상기 일치는 하나의 조
작부와 하나의 부하를 연계시키기 위한 개별적인 제어 관계 및 하나의 조작부와 복수의 부하를 연계시키기 위한 동시 
제어 관계를 포함함 -; 및
    

상기 복수의 제어 단말기 각각에 유일한 개별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위한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 및 복수의 제어 단말기
에 공통으로 할당되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위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 - 상기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 
및 상기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는 제어 단말기를 갖추고 있음 -;

를 포함하며,

상기 단말기 처리부가 전송 신호에 의해서 개별 어드레스를 이용하도록 지시 받고 이 전송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어드
레스 데이터가 상기 개별 어드레스 설정부에 설정된 개별 어드레스와 부합하는 조건, 및

상기 단말기 처리부가 전송 신호에 의해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이용할 것을 지시 받고 이 전송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어드레스 데이터가 상기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 설정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와 부합하는 조건 중 한 조건 하에서,

단말기 처리부가 상기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에 의해 지시된 제어 레벨로 부하의 세기를 제어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
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는 복수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신호선을 통해서 상기 제어 단말기 각각의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 동시 제어 어
드레스를 설정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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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단말기들 중 어느 하나의 개별 어드레스가 바뀌는 경우에, 상기 전송 제어기는 변경후 개별 
어드레스에 기초해서 얻어진 새로운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상기 제어 단말기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 설정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상기 제어 단말기에 전송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가 상기 제어 단말기의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 설정되어 전송 신호에 의해서 상기 제어 단말기로부터 리턴되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 수단을 구비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상기 원격 제어 시스템이 작동될 때 상기 제어 단말기들 각각의 상기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 설정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검사하며, 본래 설정되야하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와는 다른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제어 단말기에 올바른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위한 설정 수단을 구비하는 원격 감시 제
어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 단말기는 상기 부하의 부하 레벨을 가리키는 표시부를 구비하며,

    
상기 전송 제어기는 제어 단말기들 각각이 실제 부하 레벨에 속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리턴시키도록 하기 위해 모든 
조작 및 제어 단말기들을 순차적으로 폴링하며; 리턴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조작 단말기의 표시부에 표시되
는 부하 레벨을 갱신하며; 동시 제어에 의해 상기 조작부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제어 단말기에 우선하여 상기 제어
기가 상기 조작 단말기로 부터 전송 신호를 수신할 때 동시 제어에 의해 상기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에 관련된 각각의 제
어 단말기를 폴링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상기 부하를 페이딩하기 위한 페이딩 시간을 동일한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의해 
할당된 상기 제어 단말기들에 전송하며,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전송 신호에 의해 페이드 시작 제어 데이터를 
수신한때 상기 제어 단말기들 각각의 단말기 처리부는 상기 페이드 시간 내에 부하 레벨을 페이드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따라서 변하는 페이드 시간을 전송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
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목표 부하 레벨 및 이 목표 부하 레벨을 페이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에 관한 데이
터를 상기 제어 단말기에 전송한 후에 페이드 시작 제어 신호를 전송 신호로 상기 제어 단말기에 전송하며, 상기 제어 
단말기들 각각의 상기 단말기 처리부는 페이드 시간 내에 부하 레벨을 목표 부하 레벨로 페이딩하기 위한 조정률을 계
산하며 페이드 시작 제어 데이터를 수신하면 조정률에 따라서 부하 레벨을 목표 부하 레벨로 페이드하는 원격 감시 제
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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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각각의 제어 단말기에 따라서 변하는 페이드 시간을 전송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동시 제어 어드레스에 의해서 할당된 복수의 제어 단말기에 목표 부하 레벨 및 
이 목표 부하 레벨을 페이딩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전송하며, 동시 제어 어드레스로서 어드레스 데이터
를 구비하는 전송 신호로 페이드 시작 제어 데이터를 각각의 제어 단말기에 전송하며,

상기 제어 단말기들 각각의 단말기 처리부는 페이드 시간내에 목표 부하 레벨을 페이딩하기 위한 조정률을 계산하며, 
상기 단말기 처리부가 전송 신호에 의해 동시 제어 어드레스를 이용하도록 지시 받은 때, 전송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어
드레스 데이터가 동시 제어 어드레스 설정부에 설정된 동시 제어 어드레스와 부합할 때, 그리고 상기 단말기 처리부가 
페이드 시작 제어 데이터를 수신한 때 조정률에 따라서 상기 부하를 목표 부하 레벨로 페이드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
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각각의 제어 단말기에 따라서 변하는 페이드 시간을 전송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단말기는 관련된 부하의 조작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를 구비하며,

상기 전송 제어기는 상기 제어 단말기로부터 얻은 상기 부하의 조작 상태에 따라서 상기 조작 단말기의 표시부상의 표
시를 전환하는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기 제어기는 상기 조작 단말기의 각각의 조작부에 제공된 표시부의 표시 방
법을 선택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표시 방법 전환 수단을 구비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상기 표시부에 대한 표시 방법을 설정하고 검사하기 위한 신호를 외부 기기와 교
환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의 조작 절차에 따라서 부하 제어 방법을 선택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어 방법 전환 수단을 더 구비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방법은 부하들이 조작부들 간에 공유되고 한 부하가 상기 조작부들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활성화되면, 다른 조작부들에 의한 한 부하의 불활성화는 무효로되는 ON-우선순위 제어 방법, 및 나중에 활성화되는 
조작부를 우선 순위 정해서 부하를 제어하는 나중-조작-우선순위 제어 방법을 포함하며, ON-우선순위 제어 방법에 
의해서 할당된 상기 복수의 조작부들 간에 공유되는 부하들은 단지 다른 스위치의 불활성 조작으로 부터 배제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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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제어기는 상기 표시부에 대한 표시 방법을 설정해서 검사하기 위한 신호를 외부 기기와 교
환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제어 및 조작 단말기들은 비트 위치들이 단일 어드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어드레스 설정 
메모리를 포함하며, 어드레스 플래그는 상기 어드레스 설정 메모리의 비트 위치들중 임의 위치에 설정되며, 비트 위치
에 대응하는 어드레스는 상기 조작 단말기의 어드레스로서 이용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조명 부하이며, 그룹 제어에 관련된 조작부의 활성화에 대응하는 데이터의 수신시, 상기 
전송 제어기는 그룹 제어에 관련된 상기 조명 부하들 각각의 목표 휘도 레벨 및 개별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목표 신호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며, 상기 전송 제어기는 상기 조명 부하에게 제어 조작의 실행을 시작하도록 지시하는 동시 제어 어
드레스 및 제어 데이터를 구비하는 전송 신호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단말기의 단말기 처리부는 전송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어드레스 데이터가 동시 제어 어드레
스에 일치할 때 상기 조작부의 작동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송 신호의 전송을 금지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
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단말기는 신호선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조작부와 상기 표시부를 구비하는 설정 조작 단말
기를 포함하며, 상기 설정 조작 단말기는

문자 및 그래픽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

상기 표시 화면 상에 중첩되는 투명 터치 패널; 및

상기 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상기 터치 패널에 할당된 조작부의 조작에 대응하는 처리가 설정되는 설정 모드와, 상기 조
작부의 조작에 응답하여 상기 처리가 실행되는 조작 모드간에 선택을 하는 제어부 - 상기 제어부의 처리는 스위치로서 
상기 조작부를 이용하는 처리, 상기 일치의 일부를 설정하는 처리 및 상기 일치를 확정하는 처리를 포함함 - 를 구비하
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조작 단말기는 큰 장방형의 스트링 와이어링 액세서리 크기의 정수배인 와이어링 액세서리
가 부착될 수 있는 마운트 프레임의 마운트 피치와 동일한 마운트 피치를 갖고 있는 마운트부를 구비하는 마운트 피스, 
및 부착부로서 적어도 하나의 박스 마운트 홀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박스 마운트 홀 내로는 상기 와이어링 액세서리
의 스위치 박스내로 스크류될 수 있는 박스 스크류가 삽입될 수 있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설정 모드에 있어서 일대일 대응 관계로 상기 부하의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상기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의 어드레스와 동일한 개별 어드레스를 상기 조작부에 할당하고, 상기 개별 어드레스가 할당된 상
기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를 조작함으로써 상기 조작 모드로 상기 부하를 활성/불활성화시키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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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설정 모드에 있어서 일대일 대응관계로 상기 복수의 부하의 어드레스들에 해당하
는 상기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들의 어드레스들에 상당하는 그룹 어드레스를 상기 조작부에 할당하며, 상기 조작 모드에 
있어서는 상기 복수의 부하를 동일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 상기 그룹 어드레스가 할당된 상기 조작 단말기의 조작부를 
사용자가 조작하므로써 활성화/불활성화되는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청구항 26.

설정 조작 단말기에 있어서,

문자 및 그래픽을 표시하는 표시 장치;

상기 표시 장치의 화면 상에 중첩되는 투명 터치 패널; 및

상기 표시 장치의 내용에 관련하여 상기 터치 패널에 할당된 조작부의 조작에 대응하는 설정 처리인 설정 모드, 및 상기 
조작부의 조작에 응답해서 상기 처리가 실행되는 조작 모드 간에 선택하는 제어부 - 상기 제어부의 처리는 적어도 스
위치로서 상기 조작부를 이용하는 처리, 상기 일치의 일부를 설정하는 처리 및 상기 일치를 확정하는 처리를 구비함 - 
을 포함하는 설정 조작 단말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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