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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그 구성은 평면의 위치를 지시하는 원격 
위치지시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위상각을 갖는 동일 주파수의 파형을 동시에 송신하는 송신
기를 가진 송신장치(1)와, 상기 송신장치(1)의 송신기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극단 증폭하고 
그 증폭된 신호가 기준신호에 대해 편이된 위상의 변화량에 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신호처리
하는 수신장치와, 상기 수신장치로부터 발생된 위상 신호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도록 제어신호를 발생하
는 제어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하면, 전자장치, 예컨대, TV, 컴퓨터, VCR,LDP, DVD 플레
이어, VOD 시스템, 케이블 TV 단말기, 각종 통신 단말기, 가정용 게임기, 유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커서의 이동을 쉽게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이다.

대표도

도3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송신장치로부터의 지향특성곡선을 나타낸 도면,

도 2a 내지 2d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의 파형

발생 원리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의 좌표결정과정

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3a는 화면중심좌측에 좌표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3b는 화면중심우측에 좌표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의 송신장치의 

개략적인 블럭도이고,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 지시 시스템의 송

신장치에서의 작용을 설명하는 흐름도이고,

도 6 은 도 4에 따른 송신장치의 콘트롤 타이밍도이고,

도 7a,7b 는 도 4에서의 송신기의 배치구조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구형파에 의한 정현파 대치 원리를 나타내는 파형

도,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의 수신장치의 

수신증폭부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고,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의 수신장치의 

디지털 신호처리회로를 나타낸 블럭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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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은 도 10에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타이밍도이고,

도 12 는 도 10에 따른 수신장치에서의 디지탈필터 및 복조상태의 흐름도이

고,

도 13 은 도 10에 따른 수신장치에서의 신호처리의 흐름도이고,

도 14 는 도 13 의 흐름도에서 수신 인터럽트가 발생된 이후의 제어부에서의 

작용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스위치 입력부,                 20: 제어부,

40: 구형파 발생부,                200: 수신 증폭부,

310: 클럭(clock) 발진부,    

312: 피엘엘(Phase Locked Loop:PLL)회로,

320: 직렬-병렬변환회로,            322: 분주회로,

324: 송신기 코드비교기,            326: R-S플립플롭,

328: 위상 비교구간발생기,          330: 위상차카운트회로,

332: 위상값 계산부,                334: 위치값 기억레지스터,

336: 직렬-병렬 인터페이스,         338: 시스템 리셋회로,

400: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각각 서로 다른 위상각을 갖는 동일 
주파수의 파형을 송신하는 송신장치와 그 송신장치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수신장치
로 이루어진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원격위치 지시용 송신장치는 보통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송신기를 통해 신호를 일정거리 떨어진 
원격 위치지시 시스템을 가진 각종 전자장치에 동시에 송출한다. 그에 따라 원격 위치지시 시스템에서는 
수신된 각각의 신호를 회로적인 혹은 광학적인 방법에 의해 증폭하고, 아날로그/디지탈(Analog/Digital)
변환하여 각각의 크기의 차이를 좌표계에 환산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혹은 동시에 수신된 신호에 대한 
분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신호를 출력하여 수신기에서는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따라
서, 종래에는 원격위치 지시시스템에서 수신신호처리를 위하여는 매우 복잡한 회로와 수준높은 광학적 
정밀도를 요구하는 장치가 필연적이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측정정밀도를 만족시
키기 위하여 비교적 처리가 쉬운 직류(Direct Current:DC)신호를 측정에 사용하므로 주변의 상황에 따른 
노이즈에 대하여 변별력이 없어서 위치 지정시 정밀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이로인해 실
용화가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한 종래의 원격 위치지시 시스템에서의 신호 처리방법은 기존의 원격위치지시용 송신장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원격위치 지시용 송신장치와 일체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정밀도와 
연관되는 핵심적인 신호 처리를 아날로그 회로에 의존하게 되어 커스텀(CUSTOM)화하여 회로를 소형화시
키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복합 일체화에 의한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기가 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송신장치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장치에서 디지탈 처리하여 메뉴의 선택과 기능의 지시 및 
입력을 용이하게 하는 원격 위치지시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르면, 평면의 위치를 지시하는 원격 위
치 지시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위상각을 갖는 동일 주파수의 파형을 동시에 송신하는 송신기
를 가진 송신장치와, 상기 송신장치의 송신기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극단 증폭하고 그 증폭된 
신호가 기준신호에 대해 편이된 위상의 변화량에 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신호처리하는 수신장
치와, 상기 수신장치로부터 발생된 위상 신호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도록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자장치, 예컨대, TV, 컴퓨터, VCR,LDP, DVD 플레이어, VOD 시스템, 케이블 TV 단말
기, 각종 통신 단말기, 가정용 게임기, 유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커서의 이동을 쉽게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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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정현파인 사인파형과 코사인파형은 수학적인 기본 단위이므로 가장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고 
서로 90도의 위상차이를 가지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송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종류의 파형 중 
가장 단순한 한종류의 파형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한다.

본 발명에 이 두 파형을 적용하여 두 파형의 합성시에 발생하는 진폭에 대한 위상의 편이 현상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x,y)점이 만큼만 회전하였을 때의 새로운 좌표( , )에 대한 회전식은 아래와 같이 행렬

식으로 표현하고,

위 행렬식을 풀면 다음과 같다.

위 식에 대입하여   의 기본 위상에 대하여, 만큼 위상이 편이된 상태를 식으로 유도하면

cos( + )=cos cos   - sin sin  --(1)

sin( + )=sin cos  + cos sin  --(2)

위의 (1),(2)의 식이 성립하는 것을 이미 잘려진 사실이다.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송신장치에서 좌, 우 위치검출용 주파수신호를 송출시에, 평면의 
가로 및 세로축중 한 축에 대하여 각각 두개의 송신기를 이용한다. 이들 두개의 송신기로부터 동시에 각
각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주파수신호를 송신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필연적으로 신호처리부
를 가진 수신장치에 입력되는 신호는 두 신호의 합이되기 때문에 (2)항의 식이 적절하며, 만약 두개의 

송신기로부터의 파형을 sin  및 동일 주파수의 cos 로 한다면 (2)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두 개의 송신기로부터 각각 sin  및 cos  를 동시에 송출하고 이를 수신기로 수신하였을 때, 도 1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송신기의 지향특성으로 인하여 송신기의 송신각도에 대하여 수신기의 수신위치에 따라 
수신되는 진폭의 차이가 발생하며,수신기에 입력되는 입력파형의 크기(진폭)를 각각 사인측에 대하여는 

kA라 하고, 코사인측에 대하여는 라 가정하면, 수신된 합성파는 위의 (2)식에서 cos  를 A라 가

정하고 sin  를 B라 가정하면 ksin 가 됨을 알 수 있다. 그 관계식은 만약

A=cos ,  B=sin  라고 가정하면,

kAsin  + kBcos  = ksin( + ) 가 된다.(임의의 진폭값을 만족하는 상수 를 각 항에 곱한 형태이다.)

따라서, 

가 성립된다.

결론적으로 본 발명에 적용된 이론에 의하여 사인파를 발생하는 송신기로부터 수신된 파형의 진폭과 코

사인파를 발생하는 송신기로부터 수신된 파형의 진폭에 대하여 아래 식과 같은 만큼의 위상변화가 성립
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합성파의 위상변화량 를 측정함으로써 sin측 송신기로부터의 진폭B와 cos측 송신기
로부터의 진폭 A의 비율이 계산 가능하고, 이 계산된 결과를 적용한 송신기에 대한 물리적특성, 즉 송신
기 지향특선곡선을 참조하여 수신기에 대한 송신기의 지향각도를 정확하게 환산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컨대 리모콘과 같은 송신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송신기의 송신각과 수신기의 수신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마치 직사화기의 탄착점과 같이 송신각에 직선적으로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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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궤적은 실용상 의미가 없으므로, 상기 항의 비례식으로 보아 단순히  의 변화량을 평면의 축 이동거
리로 직접 환산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위 식의 검증을 위하여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본 발명에 따른 파형발생 원리인 사인파형과 코사인
파형을 이용한 파형의 합성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준신호로 사용되는 사인파형과 사인파형의 
합성파와, 위치 지정용 신호로 사용되는 사인파형과 코사인파형을 출력함에 있어서 각각 sin=cos, sin＞ 
cos, sin＜ cos의 세가지 경우로 분리하여 그 합성 파형을 나타내었다.

도 2a의 경우는 기준 신호로서 양쪽 송신기 모두 사인파형을 출력한 경우를 나타낸 경우로서, 양쪽 송신
기가 어떠한 진폭비율을 갖더라도 당연히 위상 편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도 2b는 sin=cos인 경우를 나타

낸 것으로서, 수식과 같이 1=45로서 사인파형과 코사인파형의 중간이 위상편이값이 된다.

또한, 도 2c는 sin ＞ cos인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극단적으로는 0=0이므로 sin 0도의 위상쪽
으로 접근하여가며, 도 2d는 sin ＜cos인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합성파형의 

위상은 극단적으로는 ∞=90도로서 cos 0도 쪽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위 식과 같은 결과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비교적 회로구성이 단순한 적외선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송수신기를 사용하였
다.

통상 물리적인 회로를 통하여 사인파형과 코사인파형의 정현파를 발생시키려면 상당한 복잡도의 회로가 
요구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형파를 해당 주파수의 대역필터를 통과시켰을 경우 기본파인 사인(sin)파 성분만 
남게 되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최초 송신기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을 갖는 구형파를 발생시킨
다.  수신기에서는  그  구형파  신호를  수신한  후  증폭과정에서  구형파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를 사용하여 필터링함으로써 사인,  코사인파형의 정현파를 수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위상 편이량은 위의 계산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의 좌표결정과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으
로서, 도 3a는 화면중심좌측에 좌표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b는 화면중심우측에 좌표
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만약 송신장치(1)가 화면(2)중심에서 
좌측으로  소정각도  만큼  이동된  상태에서  화면(2)상에  소정  주파수  신호를  송출하는  경우에는, 
좌신호(sin)와 우신호(cos)는 각각 소정 지향특성곡선을 가진 상태이므로, 파형분석을 해보면, 이 상태
에서는 도 2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좌신호(sin)＜ 우신호(cos)인 상태가 되므로, 합성파의 위상은 기본
합성파의 중심에서 좌측으로 천이된다. 따라서 화면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좌표(P1)가 결정된다.

또한, 만약 송신장치(1)가 화면(2)중심에서 우측으로 소정각도 만큼 이동된 상태에서 화면(2)상에 주파
수 신호를 송출하는 경우에는, 좌신호(sin)와 우신호(cos)는 각각 소정 지향특성곡선을 가진 상태이므
로, 파형분석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는 도 2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좌신호(sin) ＞ 우신호(cos)인 상태
가 되므로, 합성파의 위상은 기본합성파의 중심에서 우측으로 천이된다. 따라서 화면(2)의 중심에서 약
간 오른쪽에 좌표(P2)가 결정된다.

도 2(c) 및 도 2(d)의 소정 위상을 가진 파형 ①,②,③, 및 ④는 도 3a 및 도 3b에서의 송신기로부터의 
지향특선곡선에서의 ①,②,③, 및 ④를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 지시 시스템에서의 송신장치(1)를 나타낸 블럭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10은 스위치 입력부를 나타낸 것으로서 소정 개수(실시예에서는 3개)의 제어신
호를 제어부(20)에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20)는 상기 스위치 입력부(10)로부터의 신호가 인가되고, 또한 후술하는 클럭분주기(30)와, 
구형파 발생부(40)와, 선택부(50)와, 분배부(60)에 소정의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22는 소정의 타이밍 클럭을 발생하는 타이머를 나타내고, 24는 슬립(SLEEP) 제어부를 나타낸 것이다.

클럭분주기(30)는 상기 제어부(20)의 제어신호에 의해 그의 인에이블(EN)단자가 활성화되어 소정 클럭신
호를 출력한다.

구형파 발생부(40)는 상기 제어부(20)의 제어신호에 의해 그의 인에이블(EN)단자가 활성화되고 상기 클
럭분주기(30)로부터 입력된 클럭에 동기되어 각각 사인 및 코사인 위상을 가진 구형파를 발생하는 사인 
및 코사인위상 구형파 발생부(42)(44)를 포함한다.

선택부(50)는 선택단자(S)를 통해 상기 제어부(20)의 제어신호가 입력됨으로써 그의 입력단자(IN0,IN1)
에 각각 입력되는 상기 구형파 발생부(40)의 사인 및 코사인 위상 발생부(42)(44)의 출력신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분배부(60)는 그 입력단자(IN)가 각각 상기 구형파 발생부(40)의 사인위상 발생부(42)의 출력단자(OUT) 
및 상기 선택부(50)의 출력단자(OUT)와 연결되고 각각 선택단자(S)를 가진 제 1 및 제 2분배부(62)(64)
를 포함하고, 그의 선택단자(S)에 상기 제어부(20)의 제어신호가 입력됨에 따라 후술하는 좌-우 송신기 
(82,86) 또는 상-하 송신기(84,88)를 선택하는 출력신호를 출력한다.

70은 전류증폭부로서, 상기 제 1 분배부(62)의 두 출력단자(OUT0,OUT1)과 각각 연결된 제 1 및 제 2 전
류증폭부(72)(74)와, 상기 제 2 분배부(64)의 두 출력단자(OUT0,OUT1)와 각각 연결된 제 3 및 제 4 전류
증폭부(76)(78)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제 1 내지 제 4 전류증폭부(72-78)의 각각은 소정의 적외선 신호
를 송출하며 일측이 접지된 적외선 송신기(82,84,86,88)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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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 지시 시스템의 송신장치에서의 작용을 설명하
는 흐름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위치 입력부(10)로부터 버튼 입력이 있는 경우 또는 타이머 
인터럽트신호가  있는  경우,  제어부(20)는  그  버튼  입력  또는  타이머  인터럽트  신호를  체크하고(단계 
100), 클럭분주기(30)에 기준클럭 발진을 개시하도록 제어신호를 출력한다(단계 102).

이후 선택부(50) 및 분배부(60)는 상기 제어부(20)의 제어신호에 의해 구형파발생부(40)로부터 사인파위
상의 구형파가 예컨대, 좌-우송신기(82,86)로부터 출력되도록 각각 그의 선택단자(S)가 활성화된다(단계 
104).

상기 제어부(20)는 구형파 발진 제어신호에 의해 송신기 인식코드를 출력하는데(단계 102), 그 출력이 
비트 '0'이 출력되었는지를 판단한다(단계 132). 만약 비트'0'이 출력된 경우에는, 1비트기간동안 사인
파 발진기를 발진한다(단계 134). 만약 비트 '0'이 출력되지 않은 경우 1 비트 기간동안 사인파 발진기 
발진을 정지한다(단계 135).

이후 송신코드 출력이 종료되었는지 판단한다(단계 108). 만약 송신코드 출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버튼 1
의 상태 출력을 하고(단계 110), 상기한 비트출력상태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사인파 발진기 발진과정 또
는 사인파 발진정지과정을 수행한다. 이후 버튼 2 상태 출력을 하고(단계 112), 계속해서 상기한 비트출
력상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사인파 발진기 발진과정 또는 사인파 발진 정지 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버
튼 3 상태 출력을 하고(단계 114), 이후 상기한 비트출력상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사인파 발진기 발진과
정 및 사인파 발진 정지 과정을 수행한다. 이 버튼 상태 출력은 복수개로 지정가능하다.

이후  설정된  N기간동안   기준위상  발진을  하고(단계  116),  이후  제어부(20)의  제어신호에  의해 
선택부(50)의 입력단자(IN1)가 활성화되면 코사인 파형이 선택되고, 따라서 송신기의 파형은 좌측이 사
인파형, 우측이 코사인 파형이 송신되도록 파형선택되며(단계 118), 또한 그 이후 또 다른 소정 N기간동
안 좌/우 위상 발진이 계속되며(단계 120), 송신기의 파형은 상측이 사인파형, 하측이 코사인 파형이 송
신되도록 파형 선택되는데(단계 122), 이때는 분배부(60)에서의 제 1 및 제 2 분배부(62)(64)의 출력단
자(OUT1)가 선택되어 상,하측 송신기로부터 송신파형이 출력되는 것이다. 이후 또 다른 소정 N기간동안 
상/하 위상 발진이 계속된 후(단계 126), 기준클럭 발진이 정지된다(단계 128). 이후 제어부(20)의 제어
신호에 의해 슬립제어부(24)에 제어신호가 가해지면 슬립모드에 진입하고(단계 130), 정지 상태가 된다.

도 6 은 도 4의 송신장치에서의 콘트롤 타이밍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a는 타이머(22)에서의 타
이밍 신호이고, b는 타이밍신호에 기초하여 제어부(20)에 의해 출력되는 기준 클럭 제어신호를 나타낸
다. c는 기준클럭 제어신호와 동시에 상기 구형파 발생부(40)를 제어하는 구형파 발생 제어신호를 나타
낸다. 그 구형파 발생 제어신호는 전체 송출구간으로 볼때 송신기 코드, 버튼 코드, 위상체크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상 체크구간은 다시 기준위상과, 좌우위상, 상하위상체크구간으로 구분된다.

d는 제어부(20)에 의해 출력된 송신기 파형선택 제어신호를 나타내며, e는 좌-우 상-하 송신기 선택 제
어신호를 나타낸다. 또한, f,h는 제 1 및 제 2전류증폭부(72)(76)로부터 출력된 주파수 신호를 나타내
고, g,i는 제2 및 제 4 전류증폭부(74)(78)로부터 출력된 주파수 신호를 나타낸다.

j,k,l은 각각 상기 스위치입력부(10)로부터 출력된 제어신호를 나타낸다.

상기 도 4에서의, 송신기(82,84,86,88)는 도 7a 및 7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좌-우 상-하 각각 한쌍으로 
서로 중심에서 같은 각도 만큼 기울어져 기구적으로 설치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송신기의 역할을 하는 각 적외선 발광다이오드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동일 주
파수의 구형파를 송신하는 것이나, 구형파 대신 정현파, 삼각파, 톱니파, 기타 특정 모양의 파형을 송신
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상기 적외선 발광다이오드로 이루어진 송신기를 통하여 각각 기준위상 측정을 위한 동위상의 파형들을 
송출하고, 이후 상이한 위상의 파형을 송출하거나, 상이한 위상의 파형을 송출한 후 동일 위상의 파형들
을 송출하여 기준 위상을 측정하는 등, 시차를 두고 기준신호와 위상이 천이된 검출용 신호를 송신한다.

도 8은 이론적인 정현파와 합성파 및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구형파 및 합성파와 구형파가 대역필터를 통
과한 후의 파형을 각각 나타낸 것으로서, 이론적인 정현파와 대역필터를 통과한 구형파에 의해 얻어진 
정현파의 파형이 위상면에서 서로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도 8의 (a)는 코사인파이고, (b)는 사인파를 나타내며, (c)는 합성파를 나타낸 것이다.

도 8의 (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실제로 사용한 코사인(cos)위상의 구형파를 나타내고, (e)는 (d)파
형이 후술하는 수신장치를 통해 대역통과필터처리된 후의 파형을 나타내며, 도 8의 (f)는 사인(sin)위상
의 구형파를 나타내고, (g)는 (f)파형이 후술하는 대역통과필터처리된 후의 파형을 나타내며, (h)는 (d)
와 (e)의 합성파를 나타낸 것이며, (i)는 (h)파형이 대역통과 필터처리된 후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증폭회로 및 대역필터 회로의 처리속도, 지연 특성에 의하여 입력파형에 대하여 필터링된 파형이 
일정 위상만큼의 오차가 생길 경우에도 본 발명에서는 모든 파형을 동일한 단일회로로 필터링하여 수신
한 경우이므로 동일한 값의 위상차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기준위상신호와 위치 검출용 위상 신호가 각
각 동일한 값의 오차로 위상의 편이가 생기므로 수신된 기준 위상과 위치 검출용 복합 위상 사이의 상대
적 차이만을 신호로 사용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에서 후술하는 수신장치의 수신증폭부(200)
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측이 접지된 적외선 수신기(201)와, 상기 수신
기(201)의 타측에 연결되어 외부 자연광의 세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송신기로부터의 신호를 증폭
시 손실을 줄이도록 한 임피던스 변환 및 증폭부(202)와, 상기 임피던스 변환 및 증폭부(202)로부터 증
폭된 신호중 노이즈를 제거하고 교류성분을 증폭하는 이득제어부(AGC)(204)와, 상기 이득제어부(204)의 
출력신호를 필터링하여 원하는 수신 신호의 주파수성분만을 출력하는 대역통과필터부(206)와, 상기 대역
통과필터부(206)으로부터의 출력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증폭도를 조절하도록 상기 이득제어부(20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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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207)와,  상기  대역통과필터부(206)의  주파수  성분을  증폭하는  제  1 
증폭부(208)와,  상기  제  1  증폭부(208)의  신호를  극단적으로  증폭하여  구형파를  출력하는  제  2 
증폭부(21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신호처리에 있어서 수신되는 합성파의 진폭과는 무관하고 단지 위상의 편이량만
이 중요하므로 제 2 증폭부(210)를 통해 신호를 극단적으로 증폭하여 포화(SATURATION)시켜도 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수신장치에서의 디지털 신호처리부(300)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로서, 
이것을 통하여 구체적인 위상편이 측정과정 수행이 완료된다. 먼저 수신증폭부(200)로부터 이미 포화상
태로 증폭된 구형파가 출력된다.

참조부호 310은 소정 주파수클럭을 인가하는 클럭발진부를 나타내고, 312는수신증폭부(200)로부터 발생
된 구형파 신호가 입력되고, 그 입력신호의 위상 측정시 카운터 값의 경계치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상 측정 구간의 시작시점에서 입력되는 신호의 위상이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로킹(LOCKING)을 
거는 역할을 하는 피엘엘(Phase Locked Loop:PLL)회로를 나타낸다.

상기 클럭발진부(310)는 소정 클럭을 발생시켜 분주회로(322)에 인가하고, 그 분주회로(322)로부터의 출
력신호는 후술하는 직렬-병렬변환회로(320)에 인가된다.

314는 수신증폭부(200)로부터 출력된 구형파신호를 필터링하는 디지탈 대역 필터부를 나타내고, 316은 
캐리어 신호를 카운터에 의한 주기측정법으로 목적된 카운트값의 오차 한계에 의하여 캐리어 주파수의 
유무를 판별하는 주파수변별부를 나타낸다. 318은 상기 주파수변별부(316)를 통과한 신호를 캐리어 신호
의 유무를 통하여 복조하여 제어부(400)에 입력하는 복조부를 나타내고, 320은 복조된 직렬입력신호를 
기준 클럭에 동기하여 병렬 데이터로 변환하는 직렬-병렬변환회로를 나타낸다.

324는 설정된 송신기 코드와 입력된 송신기 코드를 비교하는 송신기 코드비교기를 나타내고, 326은 일측
입력단자에는 후술하는 위상비교구간 발생기(328)로부터의 신호가 입력되고 타측입력단자에는 상기 제어
부(400)의 제어신호가 입력되어 소정출력을 제어부(400)로 출력하는 R-S플립플롭을 나타낸다.

328은 상기 송신기코드비교기(324)의 발생신호를 통해 위치신호 측정을 위한 구간신호를 발생하는 위상
비교구간  발생기를  나타내고,  330은  상기  수신증폭부(200)로부터의  입력신호와  상기 
피엘엘(PLL)회로(312)로부터의 발생신호 및 상기 위상비교구간 발생기(328)로부터의 신호를 통해 그에 
따른 신호를 발생하는 위상차 카운트회로를 나타낸다.

332는 상기 위상차카운트회로(330)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처리하여 소정의 위상값을 계산하는 위상값계
산부를 나타내고, 334는 상기 위상값계산부(332)로부터의 신호를 저장하는 위치값 기억레지스터를 나타
낸다. 336은 상기 위치값 기억레지스터(334)로부터의 신호를 직렬-병렬 처리하여 제어부(400)에 입력하
는 직렬/병렬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미설명부호 338은 시스템 리셋회로를 나타낸다.

상기와 같은 구성된 수신장치에서의 구체적인 작용을 도 12 내지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전원이 입력되면 시스템 리셋이 발생하여 본  발명의 디지털 회로의 각  부분이 초기화된다(단계 
500). 이로인해 디지털 신호처리부(300)의 각종 레지스터 및 카운터가 초기화된다(단계 502). 이 초기화 
과정은 외부 제어부(400)로부터의 리셋 요구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단계 501). 이후 수신증폭부(200)
로부터의 위상 성분 구형파가 입력되면(단계 504), 디지털 대역 필터부(314)에서는 펄스의 상태변화를 
검출한다(단계 506)(에지 디텍터(edge  detector)과정이라고도 한다).  디지털 대역 필터부(314)는 이후 
상태변화가 있는 지를 판단한다(단계 508). 만약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변별부(316)는 주기카
운트 값이 목표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고(단계 512),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구형파 주기 카운트
를 계속하여(단계 510) 그 상태변화를 검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주파수변별부(316)에 의해 주기 카운트 값이 목표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레벨카운터
를 증가시키는 과정(단계 514)을 진행하고, 목표범위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레벨카운터를 감소시키는 
과정(단계 516)을 진행하여, 두 과정이후 모두 레벨 카운터가 상한치 이상인지를 판단한다(단계 518). 
이로인해, 만약 레벨카운터가 상한치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레벨 "1"을 출력한 후(단계 520) 주파수 카운
터 리셋과정(단계 528)을 수행한다. 만약 레벨 카운터가 상한치 이상이 아닌경우에는, 다시 레벨 카운터
가 하한치 이하인지를 판단한다(단계 522). 이로 인해 만약 레벨 카운터가 하한치 이하인 경우에는 레벨 
"0"을 출력한 후(단계 524) 주파수 카운터 리셋과정(단계 528)을 수행하며, 레벨 카운터가 하한치 이하
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 레벨을 유지한 후(단계 526) 주파수 카운터 리셋과정(단계 528)을 수행한다. 이
후 디지털 필터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단계 530).

상기에서 레벨 카운터 증가, 감소시키는 과정이 주파수변별부(316)를 통한 주파수 변별과정이고, 레벨 
"1" 또는 레벨"0"을 출력하는 과정이 복조부(318)로 인한 복조작용에 해당한다. 상기에서 주파수 변별 
및 레벨 출력과정은 기존 리모콘 기능과 유사하므로 본 발명은 기존 리모콘기능에 아무 문제없이 일체화
하여 사용 될 수 있는 것이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조부(318)를 통하여 디지털필터 복조신호가 출력되는데(단계 530), 이때 
수신장치는 수신대기 상태에 있다(단계 532). 이후 직렬-병렬변환회로(320)는 복조출력이 "0"인가를 판
단하는데(단계 534), 이는 송신기 최상위 비트가 로우(low)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복
조출력은 무신호시 "1" 상태이므로 "0"상태는 복조 출력이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복조출력이 
"0"이면, 미리 설정된 보레이트(buad rate)로 수신을 개시하는데(단계 536), 수신된 데이터는 직렬-병렬
변환회로(320)에 의해 직렬-병렬 변환된다(단계 538). 송신기코드 비교기(324)에서는 직렬-병렬 변환된 
데이터를 수신코드 설정신호와 비교하여 지정된 송신기 코드인가를 판단한다(단계 540). 만약 지정된 송
신기 코드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대기 상태(단계 532)로 진행한다. 만약 지정된 송신기 코드인 경우에는 
PLL회로(312)의  위상을 세트시키고(단계 541),  위상비교구간 발생기(328)를  통하여 신호경계구간(t)을 
제거한 후(단계 542),  기준위상기간을 계산(N-t)하여 이를 적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단계 544). 또한 
이후  또  다른  신호경계  구간(t)을  제거한  후(단계  546),  '좌우'위상기간을  계산(N-t)하여  이를 
적산하고(단계 548), 또한 이후 또 다른 신호경계구간(t)을 제거한 후(단계 550), '상하'위상기간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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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N-t)하여 이를 적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단계 552).

이후, 기준위상에서 좌우위상을 뺀 값으로 좌우위상차를 계산하고(단계 554), 그 값을 좌/우 위상차 값
으로 레지스터에 기억시킨다(단계 560). 또한 기준위상에서 상하위상을 뺀 값으로 상/하 위상차를 계산
하고(단계 562), 그 값을 상/하 위상차 값으로 레지스터에 기억한다(단계 564). 이후, 상기 위상비교구
간  발생기(328)는  수신완료  인터럽트신호를  출력하는데(단계  568),  이  과정은  위상  비교구간 
발생기(328)가 플립플롭(326)에 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후 수신대기 상태를 계속한다.

도 14 는 도 13 의 흐름도에서 수신 인터럽트가 발생된 이후의 제어부에서의 작용을 나타낸 흐름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수신장치와 연결된 외부 제어부(400)는 항상 플립플롭(326)의 상태를 체크
하고 있다가, 플립플롭(326)이 세트, 즉, '1'인가를 판단하여(단계 570), 만약 플립플롭(326)이 '1'인 
경우에는 위치값 기억 레지스터(334)로 부터 데이터를 읽는다(단계 572), 이후 제어부(400)는 상기 플립
플롭(326)을 리세트 시킨다(FF=0)(단계 572).

상기 제어부(400)는 레지스터(334)로부터 읽은 x위치를 좌우위상값으로 하여 좌표계를 변환하고, y위치
를 상하위상값으로 하여 좌표계를 변환한다(단계 576). 이후, 좌표영역을 화면해상도와 일치하도록 보정
하고(단계 578), 디스플레이 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단계 580). 이후 송신장치의 스위치입력이 있는 지
를 판단하여(단계 582), 스위치입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능을 수행하고(단계 584), 스위치 입력이 없
는 경우에는 플립플롭의 세트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송신기코드 비교와 위상 측정의 각 타이밍도를 도 11에 도시하였다. 도 11의 (a)에서 A는 송신기의 구별
을 위한 신호 구간이며 B는 위상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구간이다. 이 신호구간에서의 신호는 도 9의 수신
증폭부(200)로부터 발생된 신호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송신기의 구별을 위한 신호
구간(A)은 리모콘인식코드구간과 버튼코드구간의 2구간으로 나뉘며, 위상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구간(B)
은 각각 크기가 N인 구간으로서 먼저 기준 위상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위상 신호구간과 수평 축의 위치정
보측정을 위한 수평위치 위상신호구간, 그리고 수직 축의 위치정보 측정을 위한 수직위치 위상신호구간
의 3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의 경계면이 신호경계구간(t)을 나타낸다.

도 11 (b)는 도 9 의 송신기코드비교기(324)로부터 입력되는 각 신호구간에 따른 파형신호를 나타낸 것
으로서, 도 11 (c)는 도 9 의 송신기코드비교기(324)로부터 입력되는 위상변화량 측정구간(B)이 종료되
는 시점에서 R-S플립플롭(326)에 인가되는 세트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도 11 (d)는 도 9 의 제어부(400)로부터 R-S플립플롭(326)에 인가되는 리세트신호를 나타낸 것이고, 도 
11 (e)는 도 9 의 R-S플립플롭(326)으로부터 출력되어 제어부(400)에 출력되는 신호를 나타낸다.

도 11 (f)는 도 9 의 위상값 계산부(332)로부터의 출력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위치값 기억레지스터(334)
에 입력되는 위치정보에 관한 데이터 신호이다.

상기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위상 측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내부의 플립플롭을 세트시키는 과정과(도 
11c), 그 출력을 외부시스템에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위치정보가 측정완료되어 갱신되었음을 적용 시스템
의 각 컨트롤 회로에 알리게 되며(도 11e), 또한 동시에 측정 된 값을 위치값 기억 레지스터(334)에 기
억시킴으로써(도 11f), 다음회차의 수신값 측정에 의하여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어부(400)는 새로운 위치정보가 측정 완료되었음이 확인된 시점에서 위치값 기억레지스터(334)에서 데
이터를 읽어가고 내부의 플립플롭(326)을 리세트 시킴으로써 새로운 데이터의 측정완료시점을 다시 확인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측정된 값은 직렬/병렬 인터페이스(336)에 의하여 제어부(400)에 전달되
고, 좌표게계변환을 거쳐 화면(2)에 디스플레이 된다.

상기 제어부(400)는 외부 마이컴회로 혹은 퍼스널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외부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각 구간에서 위상을 측정함에 있어서 단 1회의 측정으로 위상 비교를 마칠 경우 
노이즈 등의 영향으로 측정 정밀도에 의한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오차의 요인이 되므로 복수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산출하여 오차를 줄이는 적산방법을 사용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송신되는 좌-우, 상-하 신호를 단일 적외선 수신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수신하므로 사인 및 코사인위상의 구형파가 각각 송신기의 지향특성에 의하여 본 발명
의 지향각도에 따라 다른 진폭으로 수신되고 이렇게 진폭이 결정된 구형파의 합이 본 회로에서 수신되어 
증폭,대역통과필터, 극단증폭(saturation)과정을 거쳐서 도 8의 (h)와 같은 파형에 대하여 동일위상의 
구형파를 얻게 되고 이 구형파를 종단에 구성된 모듈회로를 통하여 디지탈적인 처리만으로 기준 위상에 
대한 편이량을 산출하여 위치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비교적 단순한 회로 구성을 가지며 별도의 광학적 장치가 거의 부가되지 않으므
로 효과적인 성능과 S/N비의 개선이 가능하여 회로의 소형화와 원가절감효과가 있고, 단지 송신기를 들
어 목표위치를 지향하는 것만으로 위치 정보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등 사용이 매우 쉬우며 캐리어주파
수를 이용하는 기존의 원격 제어기와 통신 방법 호환이 가능하여 위치지시기능이 없는 기존의 원격제어
기를 대체하거나 회로의 변경이 거의 없이 기존의 원격제어기 기능과 일체화가 가능한 전혀 새로운 방식
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 지시 시스템이다.

본 발명은 마치 손전등 빛의 궤적의 움직임처럼 송신기의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커서가 움직임으로 말미
암아 평면의 위치를 확정 짓는 매우 사용이 간편한 방법의 위치 지시 시스템이다.

송신방법에 의하여 위치 지정시 평면 전체 위치에 대하여 한 번의 송신으로 모든 위치를 지정 가능한 절
대좌표 표시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전의 위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수신된 위상 변화량을 가감하여 다음 
위치를 결정하는 상대좌표계를 표시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기존의 송출 신호를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검파가 아닌 기준 클럭을 분주한 주파수 카운터를 사용하여 디
지털적 신호처리에 의하여 신호의 주파수 혹은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신호의 검파 및 복조를 수행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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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원격제어기와 결과적으로 호환성을 유지하는 복조방법의 신호처리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송수신장치는  적외선 송신기-적외선 수신기 쌍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기타 초음
파 송신기-초음파 수신기, 또는 RF송신기-RF수신기 쌍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다. 

    발명의 효과

또한, 선형성이 요구되는 정밀한 증폭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온도변화에 따른 회로의 보정이 거의 불
필요하며, 노이즈에 대하여서도 영향력이 적다.

회로의 집적화를 가능하게 하고, 정밀도를 위하여 일반적이지 못한 복잡하고 특별한 증폭회로나 기구 설
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로서 저가와 고기능을 실현하며, 기존의 원격지시기, 즉 리모콘과 신호처리 
및 기구적 호환성을 유지하여 향후 일체화가 가능하여 공통적인 기구 및 회로부분의 삭제가 가능하게 하
고, 외부 환경이나 노이즈에 대하여 변별력이 뚜렷하여 악조건 속에서도 성능에 대한 영향을 적게 함으
로써 위치 지정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자장치, 예컨대, TV, 컴퓨터, VCR,LDP, DVD 플레이어, VOD 시스템, 케이블 TV 단말
기, 각종 통신 단말기, 가정용 게임기, 유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커서의 이동을 쉽게하는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면의 위치를 지시하는 원격 위치지시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서로 다른 위상각을 갖는 동일 주파수의 파형을 동시에 송신하는 송신기를 가진 송신장치(1)와,

상기 송신장치(1)의 송신기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극단 증폭하고 그 증폭된 신호가 기준신호
에 대해 편이된 위상의 변화량에 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신호처리하는 수신장치와,

상기 수신장치로부터 발생된 위상 신호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도록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부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장치(1)는

소정의 입력신호를 스위칭 출력하는 스위치 입력부(10)와,

상기 스위치 입력부(10)의 출력신호에 따라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부(20)와,

상기 제어부(20)의 제어신호에 따라 소정 주파수의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분주기(30)와,

상기 클럭분주기(30)로 발생된 클럭에 따라 사인 및 코사인 파형의 구형파를 발생하는 구형파발생부(40)
와,

상기 구형파발생부(40)의 사인 및 코사인 파형의 구형파가 입력되고 상기 제어부(20)의 제어신호에 의해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선택부(50)와,

상기 구형파발생부(40)의 하나의 구형파가 입력되고 상기 제어부(20)의 제어신호에 따라 소정의 출력신
호를 인가하는 분배부(60)와,

상기 분배부(60)에 의해 인가된 분배신호를 증폭하는 전류증폭부(70)와,

상기 전류증폭부(70)로부터의 증폭신호를 기초로 소정의 주파수 신호를 송출하는 복수개의 송신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20)는 기준클럭 제어신호, 구형파 발진제어신호,우측 및 하측 송신기 파
형 선택 제어신호, 좌,우,상,하측 송신기 선택신호를 출력하고, 소정시간을 계수하는 타이머(22)와, 상
기 타이머(22)의 타이밍신호에 따라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슬립(SLEEP)제어기(24)를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구형파  발생부(40)는  각각  상기  클럭분주기(30)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입력단자(IN)와 연결되어 상기 제어부(20)의 제어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인에이블단자(EN)를 가진 사
인 및 코사인 위상 발생부(42)(4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장치는 

상기 송신기로부터의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수신증폭부(200)와,

상기 수신증폭부(200)의 증폭신호를 디지탈 신호처리하는 디지탈 신호처리부(3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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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증폭부(200)는

일측이 접지된 적외선 수신기(201)와,

상기 수신기(201)의 타측에 연결되어 외부 자연광의 세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송신기로부터의 신
호를 증폭시 손실을 줄이도록 한 임피던스 변환 및 증폭부(202)와,

상기 임피던스 변환 및 증폭부(202)로부터 증폭된 신호중 노이즈를 제거하고 교류성분을 증폭하는 이득
제어부(AGC)(204)와,

상기 이득제어부(204)의 출력신호를 필터링하여 원하는 수신 신호의 주파수성분만을 출력하는 대역통과
필터부(206)와,

상기  대역통과필터부(206)로부터의  출력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증폭도를  조절하도록  상기 
이득제어부(204)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207)와,

상기 대역통과필터부(206)의 주파수 성분을 증폭하는 제 1 증폭부(208)와,

상기 제 1 증폭부(208)의 신호를 극단적으로 증폭하여 구형파를 출력하는 제 2 증폭부(21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신호처리부(300)는

소정 주파수클럭을 인가하는 클럭발진부(310)와,

상기 수신증폭부(200)로부터 발생된 구형파 신호가 입력되고, 그 입력신호의 위상 측정시 카운터 값의 
경계치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상 측정 구간의 시작시점에서 입력되는 신호의 위상이 동일
한 위치에 있도록 로킹(LOCKING)을 거는 피엘엘(Phase Locked Loop:PLL)회로(312)와,

상기 클럭발진부(310)로부터 발생된 소정 클럭에 동기되어 분주를 행하는 분주회로(322)와,

상기 분주회로(322)로부터의 출력신호를 직렬-병렬변환하는 직렬-병렬변환회로(320)와,

상기 수신증폭부(200)로부터 출력된 구형파신호를 필터링하는 디지탈 대역 필터부(314)와,

캐리어 신호를 카운터에 의한 주기측정법으로 목적된 카운트값의 오차 한계에 의하여 캐리어 주파수의 
유무를 판별하는 주파수변별부(316)와,

상기 주파수변별부(316)를 통과한 신호를 캐리어 신호의 유무를 통하여 복조하는 복조부(318)와,

상기 분주회로(322)로부터 인가된 신호에 따라 상기 복조부(318)로부터 복조된 신호중 직렬입력신호는 
기준 클럭에 동기되어 병렬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직렬-병렬변환회로(320)와,

설정된 송신기 코드와 입력된 송신기 코드를 비교하는 송신기 코드비교기(324)와,

일측입력단자에는  상기  송신기코드  비교기(324)로부터의  신호가  입력되고  타측입력단자에는  상기 
제어부(400)의 제어신호가 입력되어 소정출력을 제어부(400)로 출력하는 R-S플립플롭(326)과,

상기 송신기코드비교기(324)의 발생신호를 통해 위치신호 측정을 위한 구간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R-S플
립플롭(326)의 일측단자에 소정신호를 발생하는 위상비교구간 발생기(328)와,

상기 수신증폭부(200)로부터의 입력신호와 상기 피엘엘(PLL)회로(312)로부터의 발생신호 및 상기 위상비
교구간 발생기(328)로부터의 신호를 통해 그에 따른 신호를 발생하는 위상차 카운트회로(330)와,

상기  위상차카운트회로(330)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처리하여  소정의  위상값을  계산하는 
위상값계산부(332)와,

상기 위상값계산부(332)로부터의 신호를 저장하는 위치값 기억레지스터(334)와,

상기 위치값 기억레지스터(334)로부터의 신호를 직렬-병렬 처리하여 제어부(400)에 입력하는 직렬/병렬 
인터페이스(336)와,

시스템 리셋제어신호에 의해 리셋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 리셋회로(33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무선위치지시 시스템은 적외선 송신기-적외선 수신기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장치는 초음파송신기-초음파 수신기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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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장치는  RF송신기-RF수신기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제
어가 가능한 위치지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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