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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도어용 주인 인식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무선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하여 옥내에 설치된 메인 장치가 도
어 및 옥내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메인 장치는 장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장파 송출
부, 초단파를 수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초단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초단파 송출부, 메모리, 프로세
서, 및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장파 송출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는 과정과, 초단
파 수신부가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잠금 해제 명령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휴대용 카드는 장파를 수신하기 위한 카드측 장
파 수신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
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을 수
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도어 및 옥내 가전 제품 제어 시스템은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
를 수신하면 도어의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도어 잠금 제어부를 더 포함한다.

대표도대표도대표도대표도

도1도1도1도1

색인어색인어색인어색인어

건물 도어, 무선 카드, 도어 잠금 제어, 옥내 가전 제품 제어, 홈 오토메이션 

명세서명세서명세서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주택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블록
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물 옥내 가전 
제품을 외부에서 제어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메인 장치(100)
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무선 카드(200)의 구성을 도
시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도어 제어부(300)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7은 건물용 메인 장치(100), 전화 제어부(150), 가전 제품 제어부(410, 420, 430) 및 무선 침입 감지부
(110) 등으로 구성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옥내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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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동작 중 전송되는 파형 및 신호를 도시한 시계열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동작 중 전송되는 파형 및 신호의 종류와 피복조 신호를 
보인 표.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건물 도어용 메인 장치

110 : 무선 침입감지 센서

120 : 음성 경보장치

130 : 정전압 회로

140 : 도어 개폐 감지스위치

200 : 휴대용 무선카드

300 : 도어 잠금장치 

310 : 도어 잠금 감지스위치

410 : 장치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을 이용한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건물의 도어, 가전 제품, 및 전원 장치를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전자 또는 기계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어의 개폐를 제어하기 위한 시건 장치의 경우 열쇠와 자물쇠 구조에 기초한 기계적인 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키 형태의 시건 장치, 지문 또는 홍채 등과 같은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는 센서 장치 들이 개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종래의 시건 장치들은, 도어의 개폐를 제어하기 위하여, 열쇠를 소지하고 이를 자물쇠에 기계적으로 
작동시키거나, 카드키를 센서에 접촉시키거나, 지문 또는 홍채를 센서에 근접한 위치까지 이동시켜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하다.

또한, 종래의 시건 장치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물쇠 또는 감지부가 도어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고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해 보안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종래의 시건 장치들을 활용하여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대부분의 경우, 메인 
컨트롤러와 센서부간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센서부의 센서 결과에 기초한 제어 동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시스템은 유선으로 작동하므로, 기 건축된 건물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시스템용 배선이 건물 외관에 배치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유선 제어에 기초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은 미관상 미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될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배선을 위한 공사를 포함한 설치에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어 실용화에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무선 통신을 이용한 홈 오토메이션이 일부 선보이기도 했으나, 이러한 시스템 역시 홈 오토메이션 전용의 
메인 제어 장치와 도어 및 가전 제품에 장착될 제어부 및 경보 장치를 필요로 하므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건물의 도어, 가전 
제품, 및 전원 장치를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옥내의 각종 가전 제품을 외부로부터 전화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 시
스템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하여 옥내에 설치된 메인 장치가 도어 및 옥내 가
전 제품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도어 및 옥내 가전 제품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메인 장치는 장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장파 송출부, 초단파를 수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초단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초단파 송출부, 메모
리, 프로세서, 및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s1) 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
파를 송출하는 과정과, (s2)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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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잠금 해제 명령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도어 및 옥내 가전 제품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휴대용 카드는 장파를 수신하기 위한 
카드측 장파 수신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상기 카드측 프로세
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
그램은 (c1)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상기 초단
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도어 및 옥내 가전 제품 제어 시스템은 상기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수신하면 도어
의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도어 잠금 제어부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도어 제어 시스템은 전화 제어부 및 장치 제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전화 제어부는 외부 전화선으로부터 입력되는 전화 신호가 DTMF 신호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 전화로 스위칭하기 
위한 전환 스위치, 상기 외부 전화선으로부터 입력되는 DTMF 신호와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 가능한 신호를 상
호 변환하는 DTMF 변환부, 프로세서, 및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포함
한다. 전화 제어부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상기 DTMF 변환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감지하고, 
감지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를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감지된 제어 신호를 상기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로 전송하는 과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장치 제어부는 피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 고유 코드 및 장치 제어 명령를 포함하는 제5 초단파 신호가 수신
되면 상기 장치 고유 코드에 해당하는 피제어 장치를 상기 장치 제어 명령에 맞게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메인 장치측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상기 전화 제어부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 중 장치 고유 
코드 및 장치 제어 명령을 분리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제5 초단파 신호를 상기 초단파 송신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메인 장치, 휴대용 무선 카드, 및 도어 잠금 제어부를 이용하는 도어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메인 장치는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고,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
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
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주기 코드를 장파 ID로 변환하여 이를 포함하는 제2 장파를 송출하고, ID 코드 
및 잠금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지 판단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를 
송출하고,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수신하면, 도어의 잠금 해제를 통보하는 과정을 수행
한다.

휴대용 무선 카드는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송출하고, 상기 
제2 장파를 수신하면, 상기 장파 ID와 주기 코드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ID 코드 및 잠금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도어 잠금 제어부는 상기 제3 초단파를 수신하면, 도어의 잠금을 해제하고,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주택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그 동작
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I. 시스템의 구성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주택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블록
도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휴대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200)와, 휴대용 무선 카드(200)의 접근 여부를 감지하여 무선 또는 유선으로 다양한 주변 장치들을 제어
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물에 장착되는 메인 장치(100)와, 메인 장치(100)의 제어하에 건물 도어의 개폐를 통제
하는 도어 제어부(300)를 포함한다.

메인 장치(100)는 100 KHz 대역의 장파, 예를 들면 LF대에 동기 신호를 실어 주위로 송신한다. 메인 장치
(100)는 무선 카드(200)로부터 신호가 수신되지 않거나 별도의 제어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도어 제어부
(300)로 도어 잠금 명령을 송출하여, 도어가 잠긴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초기 상태라 정의한다.

무선 카드(200)는 메인 장치(100)에 근접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메인 장치(100)가 송신한 장파를 수신하면, 
무선  카드(200)의  내부  전원이  턴-온되고  무선  카드의  ID  코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메인  장치(100)로 
송신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카드(200)가 ID 코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송신하는 기준이 되는 
무선 카드(200)의 근접 거리는 1m로 설정된다.

메인 장치(100)는 무선 카드(200)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고, 이로부터 ID 코드를 해독하여 기 저장된 ID 코
드 중에 일치하는 ID 코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메인 장치(100)는 근접한 곳에 위치한 무선 카드(200)의 ID 코드가 기 저장된 ID 코드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유효한 무선 카드(200)를 소지한 사용자가 접근한 것으로 가정하고 도어 제어부(300)로 도어 잠
금 해제 명령을 송출한다. 무선 카드의 ID 코드와 일치하는 ID 코드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기 상태로 복귀한다.

또한, 무선 카드(200)가 메인 장치(100)로부터 이격됨으로써, ID 코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메인 장치(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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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하는 동작을 종료하면, 메인 장치(100)는 무선 카드(200)로부터 수신되는 신호가 없으므로 무선 카드
(200)를 소지한 사용자가 원격지로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고, 도어 제어부(300)로 도어 잠금 명령을 송출하여 
초기 상태로 복귀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카드(200)가 원격지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무선 카드(200)의 이격 거리는 3m 정도이다.

도어에는 개폐 감지 스위치(140)를 설치한다. 개폐 감지 스위치(140)는 도어의 개폐 상태를 감지하여 이를 메
인 장치(100)에 보고함으로써, 메인 장치(100)로 하여금 도어의 개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어 제어부(300)에 내장된 잠금 감지 스위치(310)는 도어의 잠금 상태를 감지하여 이를 도어 제어부
(300)에 보고함으로써, 도어 제어부(300)로 하여금 도어의 잠금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도어를 개폐하거나 도어를 잠그는 개폐 수단 및 잠금 수단, 예를 들면 모터 및 모터 구동부
로 하여금 도어 개폐 동작 및 잠금 동작을 오류 없이 수행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도 10 및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도어 제어부(300), 잠금 감지 스위치(310) 및 도어를 감그기 
위한 기구의 설치 형태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10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1010)가 옥내의 벽 또는 문틀(1020)에 설치된 구조에 있어서, 도어 
제어 장치(300)는 도어(1010)에 설치된다. 도어 제어 장치(300)의 제어하에 도어를 잠그기 위한 잠금 수단은 
잠금구 고리(330) 및 잠금구(340)를 포함한다. 잠금구(340)는 도어 제어 장치(300)로부터 돌출되도록 형성되
며 도어 제어 장치(300)의 제어에 의해서 도어 제어 장치(300)로부터 돌출된 방향으로 편향 이동이 가능하다. 
잠금구 고리(330)는 벽 또는 문틀(1020)에 설치되며; 잠금구(340)가 삽입될 수 있도록 동공이 형성되고, 잠
금구(340)가 편향이동됨에 따라 동공으로 잠금구(340)가 삽입될 수 있는 위치에 형성된다. 도어(1010)에 설
치된 도어 제어 장치(300)는 메인 장치(100)와 제3 초단파(VHF3) 및 제4 초단파(VHF4)를 무선으로 송수신한
다.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1010)가 옥내의 벽 또는 문틀(1020)에 설치된 구조에 있어서, 도어 
제어 장치(300)는 벽 또는 문틀(1020)에 설치된다. 도 11및 도 10에 도시된 양 실시예의 차이는,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의 경우에 도어 제어 장치(300) 및 잠금구(340)는 벽 또는 문틀(1020)에 설치되고, 잠금구 고
리(330)는 도어(1020)에 설치된다는 점이다.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 제어 장치(300)가 벽 또
는 문틀에 고정되므로, 메인 장치(100)와 무선 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도어 제어 장치(300)와 
메인 장치(100)는 제3 초단파 및 제4 초단파를 송수신하지 않고, 유선을 통해 제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건물의 옥내에는 침입 감지 장치(110) 및 음성 경보 장치(120)가 설치된다. 침입 감지 장치(110)는 정상적으
로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고 건물 옥내를 침입하는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
면, 침입 감지 장치(110)는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움직임 감지 센서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음성 경보 
장치(120)는 옥내에 물체가 침입한 경우 메인 장치(100)의 제어에 따라 음성 경보음을 울리거나 침입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는 등의 비상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침입 감지 장치(110)는 인증을 받지 않은 물체의 옥내 침입을 감지하여 이를 메인 장치(100)에 무선으로 보고
한다. 메인 장치(100)는 침입 감지 장치(110)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물체의 옥내 침입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음성 경보 장치(120)를 제어하여 음성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다. 음성 경보 장치(120)는 또한 메인 장치의 제
어하에 메모리에 기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침입 사실을 통보한다.

(1) 메인 장치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메인 장치(100)
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인 장치(100)는, 무선 카드(200)로 송출할 동기 신호 및 장파 ID를 포함하는 
제1 및 제2 장파(LF1, LF2)를 발생하는 장파 발생부(104), 장파 발생부로부터 발생된 제1 및 제2 장파(LF1, 
LF2)신호를 공간으로 송출하기 위한 장파 안테나(105)를 포함한다. 메인 장치(100)는 또한, 무선 카드(200)
가 송출하며 ID 코드와 도어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1 및 제2 초단파(VHF1, VHF2)를 수신하고 도어 제어부
(300)로부터 도어 잠금 해제 신호, 잠금 작동 신호, 메인 정지 신호, 및 메인 작동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
파(VHF4)를 수신하며 침입 감지 센서(110)로부터 침입 신호를 포함하는 제6 초단파(VHF6)를 수신하는 제1 초
단파 수신 안테나(109) 및 제1 초단파 수신부(108)와, 도어 제어부(300)로 도어 해제 신호 및 장치 고유 코
드를 포함한 제3 초단파(VHF3)를 송신하고 제어부(410)로 전원 제어 신호 및 장치 고유 코드를 포함한 제5 
초단파(VHF5)를 공간으로 송출하는 제1 초단파 송신부(106)와 제1 초단파 송신 안테나(107)를 구비한다.

메인 장치(100)는 메모리(102)를 구비한다. 메모리(102)는 무선 카드(200)와의 교신 중에 비교 및 확인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ID 코드와, 침입 감지시 외부 전화 제어부(150)를 통해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기억한다.

메인 장치(100)는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침입을 했을 시 감지할 수 있는 움직임 감지 센서 등과 같은 
침입 감지 센서(110)와, 사용전압이 규정 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시 전원의 감지 유무를 감지할 수 있는 전원 
감지부(103)와, 음성 경보 등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음성칩이 내장된 음성 경보장치(120)가 구비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메인 장치(100)는 상기 제 구성으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각각의 구성으로 제어
하기 위한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101)를 포함한다.

메인 장치(100)는 또한, 외부의 전화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 전화선을 통하여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전화 제어부(150)를 포함한다. 전화 제어부(150)는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력되는 전화 신호가 제어 신호
가 아니면 외부 전화기로 전환하고 메인 장치(100)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로 판명되면 DTMF 송수신 회로
(152)로 전환하는 전환 스위치(153)와, 전환 스위치(153)를 통한 외부 전화 입력을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서 이용 가능한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 이중톤 다중 주파수) 송수신 회로
(152)와, DTMF 송수신 회로(152)의 출력으로부터 제어부 지정신호와 제어 신호를 입력받아 이 신호를 분석 
처리하여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101)로 전송하며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101)로부터 침입 감지시 호출 전화 
번호를 수신하여 DTMF 송수신 회로로 전송하는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151)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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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101)와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서로 직렬 포트로 접속된다.

메인 장치(100)는 또한 외부에서 가정용 220V AC 전원을 입력받아 정류 및 평활 회로를 거쳐 DC 5V와 DC 
12V로 변환하여 메인 장치(100)에 공급하는 정전압 회로(130)를 구비한다.

(2) 무선 카드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무선 카드(200)의 구성을 도
시한 블록도이다.

무선 카드(200)는 메인 장치(100)로부터 송출되는 동기 신호를 포함한 제1 장파(LF1) 및 장파 ID를 포함한 
제2 장파(LF2)를 수신하는 장파 수신부(202)와 장파 수신 안테나(203), 메인 장치(100)로 고유 데이터와 도
어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1 및 제2 초단파(VHF1, VHF2)를 송신하는 제2 초단파 송신부(204)와 제2 초단파 
송신안테나(205), 장파 수신부(202)로부터 수신되는 동기 및 고유 데이터를 비교 및 분석하여 소정의 고유 데
이터를 제2 초단파 송신부(204)를 통해 출력하는 카드측 마이크로 프로세서(201)와, 상기 카드측 마이크로 프
로세서(201)에 연결되어 동기 신호와 비상 송신 버튼(206)에 의해 배터리(208)의 전원을 상기 카드측 마이크
로 프로세서(201)에 공급하는 스위칭 회로(207)를 포함한다.

(3) 도어 개폐 및 잠금 제어 모듈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도어 제어부(300)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어 제어부(300)는 제1 초단파 송신 안테나(107)로부터 송출되는 해제 신호와 장치 고유 코드가 포함된 제3 
초단파(VHF3)를 수신하여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301)로 전송하는 제2 초단파 수신부(304) 및 제2 
초단파 수신 안테나(305)와,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301)로부터 도어 잠금 신호, 해제 신호 또는 
메인 정지 신호, 메인 작동 신호를 포함한 제4 초단파(VHF4)를 송출하는 제3 초단파 송신부(306)와 제3 초단
파 송신 안테나(307)를 포함한다. 도어 제어부(300)는 또한, 제2 초단파 수신부(304)로부터 수신되는 도어 
해제 신호를 해석하여 출력단에 연결된 구동모터(308)를 구동하고 또한 각종 스위치들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포
함한 제3 초단파를 송신부(306)를 통하여 메인 장치(100)로 송출하는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
(301),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301)에 연결되어 도어 제어부(300)로 전원을 공급하는 충전이 가능
한 배터리(309)를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도어 개폐 및 잠금 모듈은 도어의 현재 개폐 상태를 감지하여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301)로 전송하여 도어 개폐 상태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40)와  동작중
인 구동 모터(308)를 지정 위치에서 정확하게 정지하도록 지정해 주는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310)를 포함한
다.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40)는 마그네틱 스위치 또는 충격 스위치 형태이고,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31
0)는 접점 스위치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
(140)는 메인 장치 내부에 설치되거나 또는 메인 장치와 직접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다. 또
한,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어 제어부(300) 내부에 설치되거나 또는 도어 제어
부(300)와 직접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 제어부(300)는 도어의 개폐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모드 변환할 수 있는 
모드 스위치(302) 및 수동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 도어의 개폐와 잠금 상태를 수동 조작하기 위한 수동 스위치
(303)를 더 포함한다. 수동 모드는 예를 들면, 출입이 빈번한 경우에는 출입시마다 무선 카드(200)의 존재 여
부를 감지하여 자동 도어 개방을 하지 않고 수동 스위치(303)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수동 스위치는 모드 스위치(302)를 이용하여 메인 장치(100)를 정지시키거
나 또는 옥내에서 무선 카드(200)를 소지하지 않고 잠금 장치를 해제할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모드 스위치를 수동 모드로 조작하면 수동 모드 신호가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301)로 입력된다. 도
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메인 정지 신호를 포함한 제4 초단파(VHF4)를 제3 초단파 송신부(306)를 거
쳐 송출한다. 메인 장치(100)는 메인 정지 신호를 입력받으면, 메인 장치(100)의 작동을 정지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메인 정지 신호를 입력받은 메인 장치(100)는 메인 장치(100) 전체의 동작을 정지시키
지 않고, 휴대용 카드와의 교신 기능과 관련된 동작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

모드 스위치를 자동 모드로 조작하면 자동 모드 신호가 도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301)로 입력된다. 도
어 제어부측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메인 작동 신호를 포함한 제4 초단파(VHF4)를 송출한다. 메인 장치(100)는 
메인 작동 신호를 입력받으면, 동작을 재개한다.

모드 스위치를 경보 모드로 조작하면, 건물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도어의 잠금 장치는 자동 모드와 같이 동작
한다. 경보 모드는 침입 감지부를 동작시켜 외부의 침입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모드 스위치(302)의 모드 변경은 무선 카드(20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로써, 보안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4) 가전 제품 제어 모듈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물 옥내 가전 
제품을 외부에서 제어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외부 전화선을 이용하여 옥내의 가전 제품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외부의 전화선으로부터 제어 코드 및 제어부 지정 신호를 포함하는 전화 신
호를 입력받아 제어 코드 및 제어부 지정 신호를 메인 장치(100)로 출력하기 위한 전화 제어부(150)와, 전화 
제어부(150)로부터 제어 코드 및 제어부 지정 신호를 입력 받고 이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 및 장치 고유 코드
를 포함하는 제5 초단파(VHF5-n)를 가전 제품 제어부로 송출하기 위한 메인 장치(100)와, 메인 장치(100)로
부터 제5 초단파(VHF5-n)를 수신하여 이에 따라 가전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410, 420, 430)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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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410, 420, 430)는 가전 제품 각각에 대하여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제어부(410)는 플러그 타입으로 전기 제품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410)는 
건물용 메인 장치(100)로부터 방사된 제5 초단파(VHF5-1)를 수신하여 이 신호에 포함된 제어 신호에 의해 전
원을 ON/OFF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무선 침입 감지부(110)를 포함한다. 침입 감지부(110)는 현관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
입이 아닌 침입을 감지하면 침입 감지 신호를 포함한 제6 초단파(VHF6)를 송출한다. 메인 장치(100)는 제6 
초단파(VHF6)를 수신하여 음성 경보 장치(120)를 작동하고, 동시에 메인 장치(100)의 메모리에 저장된 전화 
번호와 경고 메시지를 전화 제어부(150)를 통하여 송출한다. 또한, 메인 장치(100)는 외부 전화선을 통하여 
수신된 전화 번호로 발신하여 경고 메시지를 송신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화 제어부(150)에 외부 전화선을 연결하고,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옥
내 가전 제품을 초단파(VHF)를 이용한 무선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종래의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비해 
별도의 추가 배선이 필요없이 설치가 간단하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II. 시스템의 동작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또한, 도 8은 본 발명
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동작 중 전송되는 파형 및 신호를 도시한 시계열도이다. 또한,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동작 중 전송되는 파형 및 신호의 종류와 피복조 신호를 보인 표
이다.

도 6,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도 1에 도시된 무선 통신을 이용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의 동작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1) 무선 카드 접근 감지 및 인증 프로세스 (C1)

건물 옥내에 설치된 메인 장치(100)는 무선 카드(200)의 접근을 감지하기 위하여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LF1)를 주기적으로 송출한다. 

무선 카드(200)를 소지한 사용자가 메인 장치(100)에 접근하면, 예를 들면 1m 이내에 접근하면, 무선 카드
(200)는 제1 장파(LF1)를 수신한다. 제1 장파(LF1)를 수신한 무선 카드(200)는 내부 전원 회로를 턴 온시킨
다. 

무선 카드(200)는 이어서 ID 코드가 포함된 80bit의 제1 초단파(VHF1)를 송출한다. 본 과정에서, 무선 카드
(200)는 제1 장파(LF1)에 의해 동기되어 랜덤(RANDOM) 방식으로 주기 코드를 생성한다. 이어서, 무선 카드
(200)는  다수의 채널  중  임의의 채널에 저장된 고유  데이터를 주기  코드에 실어  제1  초단파(VHF1)로 
송출한다. 무선 카드(200)가 고유 데이터를 송출하기 위한 채널은 예를 들어, 10 개의 채널이 마련되어 그 중
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무선 카드(200)는 32Bit의 ID 코드 이외에도 주기 코드, 모드 코드 및 
체크섬 비트에 의해 송신시마다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데 이 코드를 본 명세서에서는 올프리 코드(ALLFREE 
CODE)라 칭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랜덤 방식의 주기 코드에 의하여 주기의 변화를 
가함으로써, 동일 주기로서 반복 송신되는 것을 방지한다.

메인 장치(100)는 무선 카드(200)로부터 송출된 제1 초단파(VHF1)를 수신하여 ID 코드를 검출한다. 이어서, 
검출된 ID 코드와 메모리에 기 저장된 ID 코드를 서로 비교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1차 ID 확인이라 
한다. 1차 ID 확인 결과, 상호 일치하면, 메인 장치(100)는 제1 초단파(VHF1)에 포함된 신호 중 주기 코드를 
장파 ID로 변환하고, 이를 포함한 제2 장파(LF2)를 송출한다. 1차 ID 확인 결과, 상호 일치하지 않으면, 초
기 상태, 즉 도어 잠금 상태로 복귀한다.

무선 카드(200)는 제2 장파(LF2)에 실린 장파 ID와 제1 초단파 송신시 랜덤 방식에 의해 생성한 주기 코드를 
서로 비교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2차 ID 확인이라 한다. 2차 ID 확인 결과, 상호 일치하면 ID 코드와 
잠금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VHF2)를 송출한다. 이어서, 대기 (STAND-BY) 상태로 전환하여 
장파 수신  회로만을 유지시킨다. 대기  상태에서는, 장파  수신  회로만이 동작하여 장파의 수신  여부를 
감지한다. 따라서, 수십 μA 정도의 극히 적은 양의 전류만이 소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무선 카드(200)는 제1 초단파(VHF1) 송신시 매번 새로운 주기 코드를 작성하여 송신하고, 
메인 장치(100)로부터 수신된 제2 장파(LF2)에 포함된 장파 ID와 작성된 주기 코드를 비교함으로써 ID 노출
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메인 장치(100)와 무선카드(200)와의 교신을 양
방향으로 2회 반복함으로써 외부 잡음으로부터 정확한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본 출원의 발명자가 발명하여 
2000년 10월 20일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10-2000-62028호에서 개시하고 있는 동일 주파수에 의한 
간섭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동일 주파수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메인 장치(100)는 무선 카드(200)로부터 송출되는 제2 초단파(VHF2) 신호를 수신한 후, 제2 초단파(VHF2)에 
포함된 ID 코드와 메인 장치(100) 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ID 코드를 재차 비교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를 3차 ID 확인이라 한다. 3차 ID 확인 결과, 상호 일치하면 메인 장치(100)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VHF3)를 도어 제어부(300)로 송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인 장치(100)와 무선 카드(200)는 양방향 통신에 의해 ID 코드를 3회에 걸쳐 확인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메인 장치(100)와 무선 카드(200)간의 신호 송신 후 응답 신호 수신 시
까지의 시간 지연을 산출하고, 시간 지연이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로써, 양방향 신호 통신 
과정이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인증 과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도어 잠금 제어 프로세스 (C2)

상술한 바와 같이, 접근자 인증 과정이 종료되고 유효한 무선 카드(200)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면, 메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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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100)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VHF3)를 도어 제어부(300)로 송출한다.

도어 제어 장치(300)는 메인 장치(100)로부터 송출된 제3 초단파(VHF3)를 수신하여 도어 잠금 수단에 설치된 
모터를 구동시켜 도어를 잠금 해제(UNLOCK)시킨다. 이 때,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310)를 마련하여 도어 잠
금 수단의 모터의 구동 등을 통한 도어 잠금 위치를 규정하도록 한다. 이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310)가 UNLOCK을 감지하면 모터를 정지시켜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도어의 잠금 수단이 해제되면, 도어 제어부(300)는 잠금 해제 확인 신호가 포함된 제4 초단파(VHF4)를 송출한
다. 메인 장치(100)는 제4 초단파(VHF4)를 수신하여 도어의 잠금 해제 상태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
예에 따르면, 메인 장치(100)는 도어의 잠금 해제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한다. 잠금 해제 후, 도어에 설치된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40)는 사용자에 의한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여 메인 장치(100)에 보고한다.

도어 잠금 해제 상태에서,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40)가 소정의 시간 이내에 도어가 개방되지 않았음을 보고
하면, 도어 제어 장치(300)는 도어를 자동으로 잠그고 메인 장치(100)는 도어 잠금 메시지를 스피커를 통해 
출력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도어의 개방 여부를 판단하는 소정의 시간은 10초로 설정된다. 

도어 잠금 해제 상태에서,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40)가 소정의 시간 이내에 도어가 개방되었음을 보고하면, 
개방 상태를 유지하다가 도어 개폐 감지 스위치(140)가 도어가 닫혔음을 보고하면, 메인 장치(100)는 무선 카
드(200)와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무선 카드(200)가 근접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무선 카드(200)
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도어 제어 장치(300)는 잠금 수단에 설치된 모터를 구동시켜 도어를 잠근
다. 이어서, 도어 잠금 감지 스위치(310)가 도어 잠금 상태를 감지하면, 도어 제어 장치(300)는 모터를 정지
시켜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잠금 장치가 작동되면 도어 잠금 장치는 잠금 신호를 포함한 제4 초단파(VHF4)를 송신하고 메인 장치에서 이 
신호를 수신하여 도어가 닫혔다는 메시지를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한다. 

한편, 무선 카드(200)가 메인 장치(100) 또는 건물로부터 소정의 거리, 예를 들면 3 m 이상으로 멀어지면, 
메인 장치(100)와 무선 카드(200)간의 통신이 단절된다. 이 경우, 메인 장치(100)는 초기 상태로 되어 도어 
잠금 명령을 도어 제어부(300)로 송출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외출 등으로 도어를 잠그고자 할 때 별도의 잠
금 조작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신이 무선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어의 외부에 키홀더 또는 감
지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건물의 외관만으로는 도어 제어부(300) 또는 도어 잠금 수단 등이 
건물의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어 잠금 수단 및 도어 제어부(300)가 외부로
부터의 충격에 의해 또는 제3자의 의도에 의해 물리적으로 파손될 우려가 적다.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카드(200)와 메인 장치(100)간의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이 양방향 무선 데이터 통신에 
의해 행해진다. 이 때, 무선 카드(200)가 기 등록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과정을 거치므로, 
유효한 무선 카드(200)를 제외한 어떠한 무선 카드(200)가 근접하여 오더라도, 메인 장치(100) 또는 그 밖의 
장치들을 초기 상태, 즉 잠금 상태로부터 해제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메인 장치(100)에 대해서 사전에 등록
된 무선 카드(200) 없이는 도어를 개방하거나 잠금을 해제하는 등의 동작이 수행되지 않는다.

(3) 옥내 가전 제품 제어 프로세스

도 7은 건물용 메인 장치(100), 전화 제어부(150), 가전 제품 제어부(410, 420, 430) 및 무선 침입 감지부
(110) 등으로 구성된 건물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옥내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외부 전화선을 통해 전화 제어부(150)로 전화를 걸어 제어 신호를 입력하면, 전화 제어부(150)는 사
용자가 입력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어 신호 검증 과정을 수행한다(H1).

전화 제어부(150)의 판단 결과, 입력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가 아닌 일반 음성 신호인 것으로 판
단되면, 전환 스위치(153)를 일반 전화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외부 전화선을 통해 일반 전화기와 통화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화선과 일반 전화기간의 교신이 진행된다.

전화 제어부(150)의 판단 결과, 입력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인 것으로 판단되면, 홈 오토메이션 
모드로 진입하여 제어부 제어 과정(H2)을 수행한다.

홈 오토메이션 모드에서는, DTMF 송수신부(152)는 입력된 신호 중에서 제어 신호와 제어부 지정 신호를 디지
털 신호로 변환한다. 제2 마이크로 프로세서(151)는 DTMF 송수신부(152)로부터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고, 
처리된 디지털 신호를 직렬 포트를 통해 제1 마이크로 프로세서(101)로 전송한다. 메인 장치(100)는 수신된 
제어 신호 중에서 제어부 지정 신호를 장치 고유 코드로 변환한다. 이어서, 전원 제어 신호 및 장치 고유 코드
를 포함한 제 5 초단파(VHF5)를 송출한다.

리셉터클(Receptacle)에 설치된 각각의 가전 제품 제어부(410, 420, 430)는 메인 장치가 송출한 제5 초단파
(VHF5) 신호를 수신하여 장치 고유 코드를 확인한 후 전원 제어 신호에 따라 전원 공급을 ON/OFF시킬 수 있
다.

또한, 본 장치는 침입 감지 경보 및 외부 자동 전화 기능을 내부 가전 제품 제어 프로세스와 연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상적인 인증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한 경우에, 옥내에 설치된 움직임 감지 센서 등의 침입 감지 
센서(110)가 이를 감지하여 감지 신호를 포함한 제6 초단파(VHF6)를 메인 장치(100)로 송출한다. 정상적인 
인증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예를 들어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 침입이 감
지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침입으로 가정할 수 있다.

메인 장치(100)는 침입 감지 장치(110)가 송출한 제6 초단파(VHF6)를 수신하여 음성 경보 장치(120)를 작동
시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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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메인 장치(100)는 메모리(102)에 기 저장된 비상용 전화 번호와 경보 메시지 등을 전화 제어부
(150)로 출력한다. 비상용 전화 번호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외부에서 옥내 가전 제품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홈 오토메이션용 전화 번호와 동일한 전화 번호를 사전에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화 제어부(150)는 메인 장치(100)로부터 비상용 전화 번호 및 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 전환 스위치(153)
를 홈 오토메이션 모드로 전환함으로써 외부 전화를 통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어서, 외부에서의 가전 
제품 제어가 가능한 전화 번호, 즉 비상용 전화 번호를 호출하고 경보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을 건물의 도어를 제어하고 옥내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용도에 관하여 주로 설명하
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정신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메인 장치가 장착될 수 있고 휴대용 무선 카드로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목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명세서에서는 메인 장치가 주로 
건물의 도어를 개폐하거나 잠금 해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제어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산업용 장비나, 산업용 건물,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및 선박
과 같은 시스템의 시스템 전원의 온 오프, 도어의 개폐, 출입 통제 등에 응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별도의 추가공사 없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메인 장치와 무선 카드간의 교신을 통해 주인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도어를 제어할 수 있는 도어 잠금 장치로 주인임을 확인하면 UNLOCK 신호를 전송하고 이 
신호를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시켜 도어를 열 수 있게끔 해 주는 장치로서 본 장치의 무선통신을 이용한 
교신기술은 본 출원의 발명자가 기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10-2000-  62028,  2000년  10월 20일 
출원)에서 밝혔으며 본 출원은 이러한 교신기술을 건물에 적용하여 건물의 도어를 출입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메인 장치와 각 장치(무선카드, 도어 잠금 장치, 제어부 및 침입감지 센서)간의 교신을 위하여 한 
쌍의 송신부와 수신부를 이용하여 송, 수신시 장치의 고유코드를 포함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송신하
여 장치간의 교신에 잡음의 영향을 줄이고 메인 장치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였으며 본 건물 도어용 주인인식 시
스템의 메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교신 가능한 제어부를 리셉터클에 설치하고 전기용품을 이러한 제어부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게 연결함으로 외부에서 전화선을 통하여 지정된 제어부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신
호와 제어부 지정신호를 입력하면 메인 장치에서는 이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다시 제어신호와 장치 고유코드를 
안테나를 통하여 방사하게 되어 지정된 제어부에서는 그 신호를 수신하여 전원을 ON/OFF시킬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홈 오토메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시건 장치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침입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메인 장치로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지 않은 침입을 감지하게 되면 감지신호가 메인 장치로 입력되어 경보벨이 작동함과 동시에 메인 
장치의 메모리에 기 저장된 전화번호로 경보상태를 송신하게 구성하였다.

본 발명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물 도어용 주인인식 시스템으로 현관문 내부에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동기신호를 
포함한 장파를 송출함으로 무선카드의 접근을 감지하여 도어 잠금 장치의 LOCK/UNLOCK 신호를 방사하고, 외부
의 전화선을 통한 제어부의 전원 제어신호를 송신하며, 집안 내 설치된 무선 침입 감지센서로부터 침입을 감지
하여 음성 경보장치를 작동시키는 메인 장치와, 상기 메인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동기신호를 수신하여 ID 코드
를 비교, 검토하고 도어 UNLOCK 신호를 송신하는 무선카드, 메인 장치로부터 도어 LOCK/UNLOCK 신호를 수신
하여 도어의 잠금 장치를 잠금, 해제시키는 도어 잠금 감지스위치가 장착된 도어 잠금 장치, 도어 개폐 감지스
위치 및 무선 침입감지 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이용한 무선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메인 장치 내 설치
되어 외부 전화선을 통하여 제어부 지정신호와 전원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무선으로 제어부를 제어할 수 있는 
전화제어 유니트와 전화제어 유니트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연결된 전기장치의 전원을 ON/OFF시킬 수 있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물 도어용 주인 인식 시스템과 무선 홈 오토메이션 구성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외부에 키홀더나 다른 감지센서의 설치가 필요없이 도어 손잡이만 설치되면 무선 카드
를 소지한 주인이 도어에 근접하면 도어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어 도어를 열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도어를 닫으면 자동으로 잠금 장치를 작동시켜 도어를 열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의 침입 및 
장치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메인 장치의 메모리에 다수의 ID를 입력하여 접근한 무선카드의 ID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대형 사무실, 호텔 등의 출입문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전화선을 통한 가정용 전기기구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 장치간의 교신을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행함으로서 설치에 있어서 제약이 거의 없고 시
공이 용이하다는 효과가 발휘된다. 

(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청구항 1 청구항 1 청구항 1 

장파를 발생하여 송출하기 위한 장파 송출부, 초단파를 수신하기 위한 초단파 수신부, 초단파를 발생하여 송출
하기 위한 초단파 송출부,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s1) 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는 과정과,

(s2)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상기 초
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잠금 해제 명령 과정

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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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메인 장치와,

장파를 수신하기 위한 카드측 장파 수신부, 초단파를 송신하기 위한 카드측 초단파 송신부, 카드측 프로세서, 
및 

상기 카드측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c1)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를 포함하는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
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 및

상기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초단파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목적 장치 잠
금 제어부

를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2 청구항 2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상기 잠금 해제 명령 과정 (S2)은 

(s2-1)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ID 코드
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주기 코드를 장파 ID로 변환하여 이를 포함하는 제2 장파를 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과,

(s2-2)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ID 코드 및 잠금 해제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
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상기 메모리에 기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경
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를 상기 장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

으로 구성되고,

상기 카드측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상기 초단파 송출 과정 (c1)은 

(c1-1)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 및

(c2) 상기 카드측 장파 수신부가 상기 제2 장파를 수신하면, 상기 장파 ID와 주기 코드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
하는 경우에는, 상기 ID 코드 및 잠금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상기 초단파 송출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정

으로 구성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3 청구항 3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목적 장치의 잠금 상태 여부를 감지하여 이를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 장치 잠금 감
지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목적 장치 잠금 해제 과정 이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기 목적 장치 개폐 감지 수단에 의해서 
목적 장치가 개방되지 않았음이 보고되면 목적 장치를 잠그는 과정

을 더 수행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4 청구항 4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목적 장치의 잠금 상태 여부를 감지하여 이를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 장치 잠금 감
지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목적 장치 잠금 해제 과정 이후 제1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기 목적 장치 개폐 감지 수단에 의해
서 목적 장치 가 개방되었음이 보고된 이후 제2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기 목적 장치 개폐 감지 수단
에 의해서 목적 장치가 닫혔음이 보고되면 목적 장치를 잠그는 과정

을 더 수행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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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청구항 5 청구항 5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장치의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s4) 상기 초단파 수신부가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 해제
를 통보하는 과정

을 더 포함하고,

상기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목적 장치 잠금을 해제한 이후에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
단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더 수행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청구항 6 청구항 6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외부 전화선으로부터 입력되는 전화 신호가 DTMF 신호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 전화로 스위칭하기 위한 전환 스
위치,

상기 외부 전화선으로부터 입력되는 DTMF 신호와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 가능한 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DTMF 
변환부,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써, 상기 DTMF 변환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감지하고, 감지
된 신호가 선정된 방식의 제어 신호를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감지된 제어 신호를 상기 메인 장치의 프로
세서로 전송하는 과정을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하는 전화 제어부, 및

피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 고유 코드 및 장치 제어 명령을 포함하는 제5 초단파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장치 
고유 코드에 해당하는 피제어 장치를 상기 장치 제어 명령에 맞게 제어하기 위한 장치 제어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메인 장치측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상기 전화 제어부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 중 장치 고유 코
드 및 장치 제어 명령을 분리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제5 초단파 신호를 상기 초단파 송신부를 통해 송출하는 과
정을 더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청구항 7 청구항 7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은

옥내에 외부 물체의 침입 여부를 감지하고 침입이 감지되면 제6  초단파를 송출하는 침입 감지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화 제어부측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상기 메인 장치로부터 전화 번호 및 메시지를 입력받으면 
입력받은 전화 번호를 호출하여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메인 장치측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상기 초단파 수신부에 의해서 상기 제6 초단파가 수신되면, 
상기 메모리에 기록된 비상용 전화 번호 및 비상 메시지를 상기 전화 제어부측 프로세서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청구항 8 청구항 8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장치측 프로세서 및 상기 전화 제어부측 프로세서는 서로 직렬 포트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휴대용 
무선 카드를 이용한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청구항 9 청구항 9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장치는 건물의 도어인 목적 장치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청구항 10 청구항 10 청구항 10 

(1) 메인 장치, (2) 휴대용 무선 카드, 및 (3)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를 이용하는 목적 장치 제어 방법에 있
어서,

상기 (1) 메인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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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제1 장파를 송출하고,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
는지 판단하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주기 코드를 장파 ID로 변환하여 이를 포
함하는 제2 장파를 송출하고,

ID 코드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수신하면, 수신된 ID 코드와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지 판단하
여, 동일한 ID 코드가 기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금 해제 명령이 포함된 제3 초단파를 송출하고,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 해제를 통보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상기 (2) 휴대용 무선 카드는

상기 제1 장파를 수신하면, ID 코드 및 주기 코드가 포함된 제1 초단파를 송출하고, 

상기 제2 장파를 수신하면, 상기 장파 ID와 주기 코드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ID 코드 및 
잠금 해제 요청 신호를 포함하는 제2 초단파를 송출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상기 (3) 목적 장치 잠금 제어부는

상기 제3 초단파를 수신하면, 목적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고, 잠금 해제 확인 신호를 포함하는 제4 초단파를 송
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목적 장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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