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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네트워크 내 HVAC 시스템들의 식별 방법

요약

네트워크 식별 정보(identification)가 포함된 포멧된 신호가 수신되면, 그 네트워크 식별 정보는 통신 
네트워크 내에서 이후 사용되기 위해 HVAC 시스템에 할당된다. HVAC 시스템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네트워
크 식별 정보를 저장한다. HVAC 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전달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 값에 대한 검증 이미
지를 또한 저장하여 다시 읽혀진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저장된 검증 이미지와 비교함으로써 유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복수의 HVAC 시스템 각각이 공통 제어 버스(common control bus)를 통해 HVAC 시스템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 도면.

제2도는 제1도의 제어 버스의 연결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조절된 공기를 제공하는 HVAC 유닛
에 연결된 특정의 HVAC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제3도는 제2도의 프로세서와 연결된 메모리에 제2도의 HVAC 시스템을 위한 정보가 저장된 것을 나타낸 도
면.

제4(a)도 내지 제4(f)도는 프로세서와 연결된 메모리로부터 정보를 읽고 또는 여기에 쓰기 위해 제2도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처리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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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도면 제4(a)도 내지 제4(f)도의 절차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서의 의해 이용되는 찾아보기
(look up)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HVAC 시스템 콘트롤러        12, 14 : HVAC 시스템

16 : 제어 버스                             18 : 휴대용 원격 제어 장치

20, 22 : 적외선 수신기                 24, 26 : 환기창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의  이용을  통한  온방,  환기,  및  냉방  시스템(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이하 HVAC 시스템이라 함)의 제어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HVAC 시스템을 통신 네
트워크 내부에서 식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통 통신 버스를 통하여 그 버스에 연결된 온방 및 또는 냉방 시스템들로 제어 정보를 운반하기 위하여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다.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들에 대
한  계층적  제어를  구현하고자  할  때  종종  이용된다.  이러한  계층적  제어의  중앙  콘트롤러  또는 주
(master) 콘크롤러는 이 콘트롤러에 공통 제어 버스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연결된 각가의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들과 통신한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그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들의 주소가 중앙 콘트롤러 또는 주 콘트롤러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종  필요하다.  이는  이제까지  각각의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  내에  일련의  주소  스위치(address 
switches)들을 물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물리적으로 설정된 스위치들은 자신을 중앙 콘트롤
러 또는 주 콘트롤러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시스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이진(binary) 주소를 정의하고 
있다. 중앙 콘트롤러 또는 주 콘트롤러에 의해 계층적 제어가 이루어질 온방 또는 냉방 스스템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주소 스위치들을 주소 또는 네트워크 통신 식별을 정의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정된 식별 또는 주소에 각각의 시스템
들이 정전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항시 의존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이 복구된 후 모든 시스템들이 다
시 적합한 수준으로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간 낭비적 접근이 정당화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으로서 자신에게 할당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network identification)를 
정의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가지는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식별 정
보를 포함하는 신호는 수신기와 연관된 프로그램된(programmed) 프로세서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포멧으
로  되어  있다.  프로그램된  프로세서는  그  자신이  실행할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network 
identifier variable)를 수신된 네트워크 통신 정보와 같게 설정한다. 그런 후에 이 변수 값은 바람직하
게는 프로그램된 프로세서와 연관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적어도 하나의 특정한 주소 지정(addressable) 메
모리 위치에 저장된다. 바람직하게는 저장된 이 값에 대한 검증 이미지(verification image)를 또한 발생
시켜 주소 지정 메모리의 동일 위치의 다른 부분에 저장하여 이것이 저장된 변수의 값과 함께 다시 읽힐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정전이 발생한 후에도 저장된 값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에 의해 이용될 수 있도
록 네트워크 통신 식별 정보의 값과 그 검증 이미지는 성공적으로 다시 읽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세서가 그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값이 저장된 검증 이미지와 선정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세서는 특정한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에 일어나는 네트워크 통신을 최소한으로 허
용하는 디폴트(default) 값을 이용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변수의 특정 값과 그 검증 이미지는 하나 이상의 주소 지정 메모리 위치
에 저장된다. 첫번째 주소 지정 메모리 위치에 저장되어 읽힌 값과 그 검증 이미지가 선정된 수학적 관계
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프로세서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적인 주소 지정 저장 위치로부터 지장되어 있
는 값과 검증 이미지를 읽어 비교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가능한 모든 읽기와 비교하기가 끝난 이후에, 프
로세서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자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특정의 HVAC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휴대용
(hand held) 전송기에 의해 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는 HVAC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람
이 그 시스템에 식별 정보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기타 장점들은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명백해질 것
이다. 제1도을 참조하면 HVAC 시스템 콘트롤러(10)이 제어 버스(16)을 통하여 HVAC 시스템(12)와 HVAC 시
스템(14)에 연결되어 있다. 각 HVAC 시스템은 HVAC 시스템 콘트롤러(10)으로 부터 또는 선택적으로, 휴대
용 원격 제어 장치(18)로부터 제어 정보를 수신한다. HVAC 시스템(12)는 적외선 수신기(20)에서 원격 제
어 신로를 수신하면 HVAC 시스템(14)는 적외선 수신기(22)에서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한다. HVAC 시스템
(12)는 환기창(ventilated opening, 24)를 통해 조절된 공기를 제공하며 HVAC 시스템(14)는 환기창(26)을 
통해 조절된 공기를 제공한다. 제어 버스(16)에 더욱 많은 HVAC 시스템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HVAC 시스템들은 여러가지 시스템들에 의해 공기 조절되어야 할 건물의 하나의 
커다란 방에 또는 여러개의 방들에 설치될 수 있다.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통해 특정의 HVAC 시스템을 식
별하여 그후 특정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특정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하는 HVAC 시스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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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러(10)에 의해 제어 정보가 각각의 개별적인 시스템에게 제공된다.

이제 제2도를 참조하면, HVAC 시스템(12)의 내부적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HVAC 시스템(12) 내부에 있는 
프로세서(28)은 제어 버스(16)으로부터 또는 적외선 수신기(20)에 연관돠어 있는 적외선 수신기 인터페이
스(30)으로부터 제어 정보를 수신한다. 제어 정보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출처로부터 이미 정해진 포멧으로 
수신된다. 포멧된 정보는 프로세서(28)에 연관된 제어 메모리(32)에 특정한 방식으로 저장될 것이다. 제
어 메모리(32)에 바람직하게는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와 같은 비
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러한 메모리에 저장된 제어 정보는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살아 남게 될 것이다. 프
로세서는 HVAC 시스템(12) 내부에 있는 특정한 HVAC 유닛(34)를 제어하기 위해 메모리(32)에 저장되어 있
는  제어  정보를  활용한다.  HVAC  유닛(34)는  여러  서로  다른  종류의  HVAC  유닛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원격 제어 장치(18)를 참조하면, 이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선택 단추를 누름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된 네트
워크 식별 정보를 전체적으로 스크롤(scroll)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다. 선택 단추를 누르고 있는 사람
은 선택 단추를 해제함으로써 포시되는 특정한 식별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는 또 
다른 단추를 누르게 됨에 따라 수신기(20)에 전송된다. 원격 제어 장치로부터 오는 신호는 프로그램된 프
로세서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특정한 신호 형식을 가질 것이다. 특히, 신호 형식은 바람직하게는 전송될 
제어 파라미터를 식별하는 헤더(header) 바이트로부터 시작된다. 헤더 바이트 다음에는 네트워크 식별 정
보 값을 포함하고 있는 한 바이트가 뒤따른다. 최종 바이트는 헤더 바이트와 지정된 제어 파라미터의 값
을 포함하는 바이트의 검사합(check-sum)이 될 것이다. 적외선 신호가 원격 제어 장치로 부터 수신될 때 
적외선 수신기 인터페이스(30)은 인터럽트 펄스 'P'를 포르세서의 인터럽트 입력으로 발생시킨다. 적외선 
수신기 인터페이스는 적외선 신호로부터 상기에서 언급한 바이트를 표현하는 암호화된 비트 펄스들을 생
성시키고 이 펄스들을 인터럽트에 이어서 프로세서에게 보낸다. 프로세서는 헤더 바이트를 정의하는 헤더
펄스, 네트워크 식별 정보의 값을 정의하는 데이타 펄스, 그리고 검사할 펄스 모두를 읽는다. 프로세서는 
검사합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프로세서에 의해 나중에 읽힐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버퍼에 헤더 바이트와 
네트워크 식별 정보 값을 저장한다.

전술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의 수신에 부가하여, 그 밖의 제어 정보들도 시스템 콘트롤러(10) 또는 원격 
제어 장치(18)로부터 프로세서(28)로 유사하게 전달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대해  이상에서 언급한 동일한 방법으로 식별  가능한  헤더  바이트(identifiable 
header byte)와 제어 파라미터 값에 해당하는 바이트를 가지는 기타의 제어 정보들과 검사할 바이트가 프
로세서(28)에 의해 전송되어 얽혀질 수 있다.

이제 제3도를 참조하면, HVAC 시스템(12)에 대한 제어 정보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메모리(32)에 저장되는
가에 관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주소 인덱스가 0 내지 11의 번호로 된 주소 메모리 위치에 예시적인 제어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주소 인덱스들은 상기 메모리 위치의 특정한 주소들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러한 
주소로 쉽게 사상될(mapped)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각의 주소 지정 위치는 그 주소 위치의 
하위 바이트 부분에 제어 파라미터 값을 저장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 메모리 위치의 각각의 상위 바이트 
부분에는 검증 이미지 값을 저장하고 있다.

HVAC 시스템(12)의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위한 제어 파라미터 값은 바람직하게는 9 내지 11로 된 주소 인
덱스를 갖는 3개의 연속적인 메모리 위치의 하위 바이트 부분에 저장된다. 이 제어 파라미터의 값은 검증 
이미지는 바람직하게는 이 메모리 위치의 상위 바이트 부분에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제어 파라미터 변
수 값에 대한 각각의 검증 이미지는 저장된 그 제어 파라미터 값의 2의 보수(twos compliment)에 해당한
다.

이제 제4도를 참조하면, 메모리(32)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제어 파라미터 값을 읽는 과정이 프로세서
(28)에 전력이 제공되었음을 표시하는 단계(40)부터 시작한다. 프로세서(28)은 단계(42)로 진행하여 메모
리 주소 인덱스 'i'를 0으로 설정한다. 프로세서는 단계(44) 내지 단계(68)를 진행하여 0 내지 8에 해당
하는 주소 위치로부터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를 연속적으로 읽고 이 바이트들을 비교하여 요구되는 
특정한 수학적 관계와 일치하는가를 조사한다. 특정한 위치에 대한 특정한 수학적 관계가 만족되는 경우, 
프로세서는 지정된 변수룰 검사중에 있는 메모리 위치의 하위 바이트 값과 같게 설정한다. 메모리 위치 0 
부터 5까지의 하위 바이트와 같도록 설정되는 특정한 변수들을 식별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가 
제5도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은 찾아보기 테이블(look up table)을 이용한다. 이는 메모리 위치 6 내지 
9에 대해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특정 변수에 대한 모든 위치의 상위 바이트 및 하위 바이트가 읽힐 때 적
합한  수학적  관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세서는  그  특정  변수를  디폴트(default)  값으로 
설정한다.

프로세서는 궁극적으로 단계(64) 또는 단계(68)에서 단계(69)로 진행하며, 메모리 주소 인덱스 'i'를 9로 
설정한다. 단계(70)에서는 메모리 주소 인덱스 'i'가 11과 같은지를 조사한다. 메모리 주소 인덱스가 처
음에는 9이므로, 프로세서는 단계(72)로 진행하여 이 메모리 주소 인덱스 'i'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한 메
모리 위치로 부터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 모두를 읽는다. 프포세서는 단계(74)로 진행하여 메모리 주
소 위치 'i'로부터 읽힌 상위 바이트가 동일한 메모리 주소의 위치로부터 읽힌 하위 바이트의 2의 보수와 
동일한지를 조사한다.

제3도을 참조하면, 메모리 주소 인덱스 9 내지 11에 의해 식별되는 각각의 주소 지정 위치의 상위 바이트 
부분에 저장된 검증 이미지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 값의 2의 보수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식별 
정보 값 또는 이에 대한 2의 보수인 검증 이미지가 검사중인 메모리 위치로부터 올바르게 읽히지 않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는 프로세서(28)가 단계(74)로부터 아니오 경로를 따라 단계(82)로 
진행하여 메모리 주소 인덱스 '1'를 1만큼 증가시키게 된다. 그 후 프로세서는 단계(70)으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메모리 주소 인덱스가 11과 같지 않다면 단계(72)로 다시 진행한다. 메모리 인덱스가 단지 9에서 
10으로 증가되었다고 가정하면, 프로세서는 단계(74)로 진행하여 그 값이 10인 메모리 주소 인덱스 'i'에 
의해 식별되는 메모리 주소 위치로부터 하위 바이트와 상위 바이트를 읽는다. 프로세서는 상위 바이트가 
그  특정한  메모리  주소  위치에  저장된  바이트에  대한  2의  보수와  동일한지를  단계(74)에서  다시 
조사한다. 네트워크 식별 정보 값과 이에 대한 2의 보수인 검증 이미지가 주소 위치로부터 올바르게 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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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가정하면, 단계(74)에서 단계(76)로 진행하여, 하위 바이트가 허용 가능한 값들에 대한 특정 범위 
내에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대한 허용 가능한 값의 범위는 제5도의 찾아보기 
테이블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가 읽혀지는 메모리의 위치와 직접 연관될 수 있다. 현
재의 메모리 주소 인덱스 'i'에 의해 식별되는 주소 지정 메모리 위치의 하위 바이트가 그 범위 내에 속
하지 않는 경우, 프로세서는 단계(70)로 되돌아가기 전에 단계(76)의 아니오 경로를 따라 진행하여 다시 
단계(82)에서 메모리 주소 인덱스 'i'를 증가시킨다. 메모리 주소 인덱스가 이제 11로 증가되었다고 가정
하면, 프로세서는 단계(72)로 진행하여 대응하는 메모리 위치로부터 하위 바이트와 상위 바이트를 다시 
읽게 된다. 이어서 단계(74)에서 상위 바이트가 하위 바이트의 2의 보수 값과 같은지를 조사하게 된다. 
이 값들에 대하여 2의 보수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프로세서는 단계(76)으로 진행하여 그 하위 바이
트가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대해 허용 가능한 선정된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조사한다. 메모
리 저장 위치 11에 저장되어 있는 하위 바이트에서 읽혀진 값이 네트워크 식별 정보 파라미터에 대한 허
용 가능한 값의 범위 내에 있다면, 프로세서는 단계(78)로 진행하여 VALID_ID라고 표기된 플래그 변수를 
참(true)으로 설정한다. 그런 후에 단계(80)에 NTWK_ID라고 표기된 변수를 상기 하위 바이트 값으로 설정
할 것이다. 단계(84)와 단계(86)를 참조하면, 메모리 주소 인덱스가 9 내지 11인 모든 메모리 주소 위치
에 있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 값과 이에 해당하는 그의 2의 보수 값인 검증 이미지가 적합하게 저장되어 
읽혀지지 않는 경우, 프로세서는 단계(84)로 진행하여 NTWK_ID 변수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프로세서는 프래그 변수 VALID_ID를 거짓(false)으로 설정하는 단계(86)로 진행하게 된다.

메모리 주소 위치가 9 내지 11인 세개의 메모리 위치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으로 읽음으로써, 세개의 저장 
위치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를 올바르게 읽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프
로세서가 갖게 됨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위해서는, 또한 프로세서는 검증된 하위 바이트의 값
이 이들 위치에 저장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대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프로세서는 단계(78)에서 VALID_ID  플래그 변수를 참으로 설정하고 
NTWK_ID 제어 변수를 단계(74)와 단계(76)의 연속적인 테스트를 통과한 특정 저장 위치의 하위 바이트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하게 된다. 저장 위치 9 내지 11에서 읽힌 바이트 값들 중 그 어느 것도 단계(74)와 
단계(76)에 의해 규정된 단계들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프로세서는 NTWK_ID 변수를 제5도의 찾아보기 테
이블에 있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고 플래그 변수 VALID_ID를 거짓으로 설정한다.

NTWK_ID라는 제어 변수는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28)이 그 자신을 시스템 콘트롤러(10)에게 식별시키고자 
할 때 자신에 의해 실행되는 통신 프로토콜 프로그램에 나타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시스템 콘트롤러
(10)은 시스템 콘트롤러(10)에 저장되어 있는 가능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들의 범위 내에 네트워크 식별자
들이 일치하는지를 HVAC 시스템(12)와 HVAC 시스템(14)에게 묻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변수는 
단계(76)에서 허용 가능한 값의 범위에 대응에 대응할 것이다. 시스템 콘트롤러가 NTWK_ID 변수의 값에 
해당하는 특정 네트워크 식별을 보낼 때, HVAC 시스템(12)는 이에 응답하여 그 자신이 할당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 HVAC 시스템임을 식별시켜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기 절차 이후에는 특
정 네트워크 식별을 이용하여 시스템 콘트롤러가 HVAC 시스템(12)와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된다.

프로세서는 단계(80) 또는 단계(86)에서 MEM_WRIT라 표시되는 플래그 변수가 참으로 설정되는 단계(88)로 
진행한다. 프로세서는 단계(88)에서 MEM_WRIT를 참으로 설정하고 단계(90)에서 MEM_WRIT의 값이 참인가를 
조사한다. MEM_WRIT는 단계(88)에서 참으로 설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프로세서가 단계(92)로 진행
할 것이다. 이후에 명백하여지겠지만, 단계(92)로부터 시작하는 처리는 다양한 환경 하에서 메모리(32)에 
값들과 이 값들에 대응하는 각각의 검증 이미지를 쓰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단계(92)에서는 메모리 주소 인덱스 'i'가 0으로 설정된다. 메모리(32) 내의 특정 메모리 위치에 대하여 
쓰기를 시도한 횟수를 추적하는 데 이용될 'j'라는 또 다른 인덱스도 또한 0으로 설정된다. 프로세서는 
단계(94) 내지 단계(132)까지 진행하며 0 내지 8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를 검사하여 각 메모리 위치에서 
읽힌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들이 요구되는 수학적 관계를 만족시키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프로세
서는 필요한 경우 메모리 위치에 연관되어 있는 변수의 현재 값에 대한 쓰기 동작을 진행한다. 이는 읽혀
진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가 요구된 수학적 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읽혀진 하위 바이트의 값이 
대응하는 변수의 현재 값과 같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메모리 주소 인덱스 'i'가 9와 같아지는 때에 프
로세서는 단계(132)에서 단계(134)로 진행하게 된다.

단계(134)를 참조하면, 프로세서는 현재의 메모리 주소 인덱스 'i'에 의해 지정되는 저장 위치의 하위 바
이트와 상위 바이트를 읽는다. 프로세서는 그 읽혀진 메모리 위치의 상위 바이트 부분이 하위 바이트 부
분의 2의 보수 값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136)으로 진행한다. 제3도을 참조하면, 메
모리 주소 인덱스가 9, 10 또는 11인 메모리 위치의 상위 바이트 값은 하위 바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검증 값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주소 인덱스를 중의 하나를 갖
는 임의의 메모리 위치에서 읽혀진 상위 그리고 하위 바이트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프로세서는 
단계(138)로 진행하여 하위 바이트의 값이 프로세서(28)에 의해 이용되는 NTWK_ID 제어 변수의 현재 값과 
같은지 여부를 조사한다. 메모리(32)의 특정 주소의 저장 위치에서 읽혀진 하위 바이트의 값이 NTWK_ID 
제어 변수의 값과 같지 않는 경우, 프로세서는 단계(138)의 아니오 경로를 따라 단계 (140)로 진행한다. 
다시 단계(136)을 참조하면, 주소 인덱스가 9, 10 또는 11 중의 하나인 메모리 위치에서 읽혀진 상위 바
이트가 하위 바이트와 올바른 2의 보수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프로세서는 또한 단계(136)에서 단계
(140)으로 진행할 것이다.

단계(140)을 참조하면, 프로세서는 VALID_ID가 참인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이미 프로세서가 메모리 위치
의 9에서 11까지에서의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를 성공적으로 읽고 그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또한 그 하위 바이트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면 VALID_ID가 참으
로 설정된다는 것을 단계(72) 내지 단계(78)로부터 기억할 것이다. VALID_ID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프로
세서는 단계(142)로 예의 경로를 따라 진행하여 프로세서(28)의 NTWK_ID 변수의 값을 현재의 메모리 주소 
인덱스 'i'에 의해 식별되는 메모리 위치의 하위 바이트에 쓰게 된다. 프로세서는 이제 단계(144)로 진행
하여 프로세서(28)의 NTWK_ID 변수 값의 2의 보수를 동일한 메모리 위치의 상위 바이트 부분에 쓴다. 프
로세서는 단계(124)에서 RE_RUN을 참으로 설정한다. 쓰기 시도 인덱스 'j'가 5와 같은 지의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해 단계(150)로 진행하기 이전에 이 인덱스는 단계(148)에서 1만큼 증가된다. 인덱스가 5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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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프로세서는 단계(134)로 되 돌아가 메모리 주소 인덱스 'i'에 의해 식별되는 메모리 위치의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 부분을 다시 읽는다. 쓰기 동작 (142와 144)가 이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거나 또는 읽기 단계(134)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이를 프로세서가 단계(136)이나 단계(138)에서 인식하
게 된다. 어느 경우이든 프로세서는 이 특정 메모리 위치에 또 한 번의 쓰기 동작을 시도하는 단계(140) 
내지 단계(150)을 다시 실행한다. 프로세서는 단계(150)에서 쓰기 시도 인덱스 'j'가 5와 같아질 때까지 
또는 단계(136)에서 요구된 대로 상위 바이트가 하위 바이트의 2의 보수 관계이며 단계(138)에서 요구된 
대로 그 하위 바이트가 프로세서(28)의 현재 NTWK_ID 값과 같아질때까지 그 메모리 위치에 계속해서 쓰기 
시도를 하게 된다. 단계(136)과 단계(138)에서 성공적인 쓰기 동작이 검증되거나 5번의 연속적인 쓰기 시
도가 이루어진 후에, 프로세서는 단계(152)로 진행하여 메모리 주소 인덱스 'i'를 1만큼 증가시키고 쓰기
시도 인덱스 'j'를 다시 0으로 설정하여 된다. 프로세서는 다음에 단계(154)에서 메모리 주소 인덱스 '
i'가 11과 같은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메모리 주소 인덱스 'i'가 11까지 증가되지 않는 한, 프로세서는 
다시 단계(134) 내지 단계(152)를 재실행하여 NTWK_ID의 올바른 값이 대응하는 하위 바이트의 위치에 쓰
이고 그것의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값이 상위 바이트의 위치에 올바르게 쓰여졌는가를 검증할려고 시도할 
것이다. 세개의 메모리 주소 위치들 모두가 읽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쓰인 후에 검증까지 되었거나 또는 
각 메모리 위치에 대해 최대 5번까지 그 처리를 시도하였다면, 프로세서는 단계(154)에서 단계(156)으로 
진행한다.

단계(156)을 참조하면, 프로세서는 RE_RUN 플래그가 참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 변수는 어느 특정한 메
모리 위치에 쓰기 동작이 이루어진 경우 단계(106), 단계(124), 또는 단계(146)에서 참으로 설정된다. 플
래그가 참인 경우, 프로세서는 단계(158)로 진행하여 RE_RUN을 거짓으로 설정한다. 프로세서는 그 후 단
계(160)으로 진행하여 0 내지 5의 번호로 된 변수 인덱스 'k'에 의해 식별되는 변수들 중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수신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통신은 제어 파라미터 값을 포함하는 정보 바이트 앞에 부가되
어 제어 파라미터를 식별하는 헤더 바이트를 프로세서가 소프트웨어 버퍼(buffer)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인
식 가능한 형식으로 수신되어야 한다.

프로세서는 단계(160)에서 소프트웨어 버퍼 내의 임의의 수신된 헤더 바이트를 읽고 헤더 바이트 코드 중
의 그 어느 것이라도 주소 인덱스가 0 내지 5인 메모리 위치 중의 하나에 저장된 제어 파라미터를 식별하
고 있는가의 여부에 주목한다. 헤더 바이트의 코드가 제어 파라미터 중의 하나에 대응한다면, 프로세서는 
제5도의 찾아보기 테이블로부터 인덱스 'k'에 대한 변수에 주목할 것이다.

이들 변수들 증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신이 수신된 것이 아니었다면, 프로세서는 단계(168)로 진행하여 
UNIT_TYPE 제어 변수에 대한 통신이 수신되었는가를 조사하게 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내의 헤더 바이트들 
중의 하나가 UNIT_TYPE 제어 변수 용으로 수신된 파라미터 변수를 식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바이트들을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UNIT_TYPE 제어 변수에 대한 통신이 이루어지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프로세서는 단계(168)의 아니오 경
로를 따라 NTWK_ID 변수에 대한 통신이 수신되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176)으로 진행한다. 이는 
소프트웨어 버퍼 내에 저장되어 있는 임의의 헤더 바이트가 원격 제어 장치(18)로부터 네트워크 식별 정
보가 수신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헤더 바이트를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헤더 바이트 코드가 네트워크 식별 정보 파라미터용 코드에 대응한다면, 프로세서는 제5도의 찾아보기 테
이블을 통해 그것과 NTWK_ID 변수를 연관시킬 것이다. 프로세서는 단계(180)과 단계(182)에서 MEM_WRIT와 
VALID_ID를 참으로 설정하기 이전에 단계(178)에서 NTWK_ID 변수를 상기 헤더 바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네
트워크 식별 정보과 같은 값으로 설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프로세서는 단계(166)에서 진행하여 단계
(90)으로 되돌아간다. 프로세서는 이제 전술한 단계(92) 내지 단계(136)를 거쳐 진행하면서 단계(138)에
서 메모리 어드레스 인덱스가 9인 메모리 어드레스 위치의 하위 바이트가 NTWK_ID 변수의 현재 값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값이 같지 않은 경우, 단계(142) 내지 단계(154)에서 NTWK_ID 변수의 
현재 값을 메모리 위치 9 내지 11에 쓰는 처리가 수행된다. RE_RUN은 단계(146)에서 참으로 설정된다. 프
로세서는 이제 단계(156)과 단계(158)을 거쳐 진행되어 RE_RUN을 거짓으로 설정한다.

단계(160), 단계(168) 및 단계(176)을 다시 참조하면, 상기 언급된 변수들 중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도 통
신이 프로세서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 경우, 프로세서는 이들 각각의 단계로부터의 아니오 경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된다. 프로세서는 단계(176)을 빠져 나와 단계(166)로 진행하고 단계(90)으로 되돌아가기 이전에 
제어 루틴을 실행한다. MEM_WRIT가 참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프로세서는 단계(92)에서 단계(156)을 
거치면서 다시 진행한다. 모든 메모리 위치로부터의 모든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들을 처음 읽었을 때 
모든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단계(156)에서 프로세서는 RE_RUN의 값이 거짓임을 알게 
된다. 이는 프로세서로 하여금 단계(184)로 진행하여 MEM_WRIT를 거짓으로 설정한다. 0에서 5까지 인덱스
된 변수에 대하여, 또는 UNIT_TYPE 이나 NTWK_ID 제어 변수에 대하여 어떠한 통신도 수신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프로세서는  단계(160),  단계(168),  및  단계(176)에서  단계(90)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제는 
MEM_WRIT가  거짓으로  되어  있으므로,  프로세서는  단계(90)의  아니오  경로를  따라  단계(160)으로 
진행한다. 감시되고 있는(monitored) 소정의 변수에 대한 통신이 수신될 때까지 프로세서는 계속하여 단
계(160), (168), (176), (166)만을 실행하고 그 후 단계(90)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메
모리 주소 인덱스 0에서 11까지의 메모리 위치와 연관되어 있는 임의의 변수에 대한 수정은 0에서 5까지
의 변수들에 대한 각각의 메모리 위치 또는 UNIT_TYPE 제어 변수용으로 설계된 세개의 메모리 위치 또는 
NTWK_ID 변수용을 설계된 또다른 세개의 메모리 위치중의 하나에 대한 읽기와 쓰기 동작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읽기와 쓰기 동작은 UNIT_TYPE 제어 변수용의 세개의 개별적인 메모리 위치와 NTWK_ID 변수용의 
세개의 개별적인 메모리 위치에 쓰이게 될 유일한 검증 이미지의 결과를 산출한다. 상기의 읽기와 쓰기 
동작이 높은 전기적 소음 환경에 영향받게 된다면 쓰기가 뒤따르는 읽기 동작은 연속적으로 5번까지 발생
한다. 반복되는 읽기와 쓰기가 이들 위치의 어느 하나에라도 요구된다면, 프로세서는 계속해서 재실행 조
건이 현존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따라서 모든 메모리의 위치들이 한번에 올바르게 읽히고 검증될 때까지 
전체 절차는 반복될 것이다.

임의의 순간에 전력이 끊기거나 손실되는 경우 다시 단계(40)에서 프로세서는 전력이 다시 들어오는 것에 
주목한다. 프로세서는 단계(44) 내지 단계(50)을 거치면서 메모리 주소 인덱스가 0 내지 5인 메모리 위치
와 연관되어 있는 인덱스된 변수들을 이들 각각 위치에서 읽은 하위 바이트 부분의 값으로 설정한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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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서는 다음에 단계(52 내지 68)를 진행하며 단계(56)과 단계(60)에서 지시된 테스트를 거치는데 필요
한 메모리 주소 인덱스 6에서 8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만큼 검사한다. 상기 메모리 위치들 중의 하나에 
대한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의 한 쌍이 단계(56)에서 요구된 것과 같이 적절한 1의 보수 관계를 가지
고 있고 동일 위치의 하위 바이트가 단계(60)에서 해당 범위에 속한다면, 프로세서는 단계(64)로 진행하
여 UNIT_TYPE 변수를 특정 메모리 위치의 하위 바이트와 같은 값으로 설정한다. 주소 지정 메모리 위치의 
어떠한 부분도 단계(56)과 단계(60)에서 규정된 테스트를 통과할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를 가지고 있
지 않은 경우, 프로세서는 단계(66)으로 진행하여 UNIT_TYPE 변수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한다.

단계(70) 내지 단계(86)을 거치면서 프로세서는 단계(74)와 단계(76)에서 규정된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피
룡한  메모리  주소  인덱스  9에서  11까지의  주소  지정  메모리만큼  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NTWK_ID 변수를 단계(74)와 단계(76)에서 규정된 테스트를 통과하는 첫번째 주소 지정 메모리 위치의 하
위 바이트의 값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어떠한 메모리 위치도 상기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NTWK_ID 변수는 단계(84)에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에서 NTWK_ID와 UNIT_TYPE 변수들의 값을 정확하게 일고 각 변수와 연관되어 있는 복수개의 메모리 
위치들에 쓰는 절차에 대한 개시되었음이 이해될 것이다. 상기 변수들의 값에 대한 쓰기 동작은 동작은 
또한 동일한 메모리 위치의 두번째 부분에 그에 대응하는 검증 이미지를 쓰는 동작까지 수반한다. 상기 
메모리 위치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쓰기 동작이 발생하면 모든 변수들과 그에 대한 검증 이미지의 값이 
맞게 저장되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모든 메모리 위치들을 읽는 동작까지 발생
하게 된다. 쓰기 동작 이후의 읽기 동작은 모든 기록된 값들과 각각에 대한 검증 이미지가 어떠한 오류도 
없이 읽혀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가 설명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변경, 수정, 개선 사항들은 당업계
에서 숙련된 자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설명은 단지 예시에 불과하며 본 발
명은 오직 이하의 청구항들과 그에 대한 균등물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으로서 자신에게 할당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정의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가지는 온방 또는 냉방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효과에 의하면, 온방 또
는 냉방 시스템에 대한 식별정보가 휴대용 원격 제어기에 의해 전송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에 쉽
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이더라도 사람이 그 시스템에게 식별 정보를 할당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네트워크 내의 HVAC 시스템이 HVAC 시스템에 할당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내
의 다른 장치들과 식별되며 이들과 통신될 수 있게 하는, 상기 네트워크 내의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에 있어서, 특정의 HVAC 시스템에 할당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포함하는 신호를 소정의 신호 포
맷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가 할당되는 상기 특정의 HVAC 시스템 내의 수신기에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가 할당되는 상기 
특정의 HVAC 시스템 내의 수신기와 결합된 프로그램된 프로세서에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전달하는 
단계, 상기 프로그램되 프로세서와 결합된 비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저장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상기 HVAC 시스템에 할당하여, 그 후에 상기 프로그램된 프로세서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상기 네트워크 내의 상기 특정의 HVAC 시스템을 식별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HVAC 시스템에서 정전이 발생한 이후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네트워
크 식별 정보값을 읽는 단계, 및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읽혀진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동일
하게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 값을 설정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의 HVAC 시스템을 식별할 때 상
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 값을 상기 프로세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HVAC 시스템
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특정의 수학적 변환에 따라 검증 이미지로 변환하
는 단계, 및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상기 검증 이미지를 상기 저장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연관되
게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그와 연관된 상기 검증 이
미지의 값을 읽는 단계; 상기 읽혀진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들과 이와 연관된 검증 이미지 값들을 비교하
여 상기 검증 이미지의 값이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상기 검증 이미지로 변환하는 상기 단계에 의
해 규정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관련한 선정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
계 ; 및 상기 읽혀진 네트워크 식별 정보와 이와 연관된 상기 검증 이미지의 값들이 상기 전달된 네트워
크 식별 정보값을 변환하는 상기 단계에서 규정된 상기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읽혀진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특정 
HVAC 시스템을 식별할 때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 값을 상기 프로세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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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포함하는 신호를 상기 선정된 신호 형식으로 전송하는 상기 단
계는,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의 헤더 코드에 이어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헤더 코드를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관련하여 임시로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저장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임시로 저장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대한 헤더 코드를 읽는 단계를 임시로 저장된 헤더 코드를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와 연관시키
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를 상기 헤더 코드와 연관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으로 설정하
는 단계 ; 및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 값을 상기 프로그램된 프로세서와 연관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로 저장된 헤더 코드와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를 연관시키는 상기 단계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가능한 제어 값의 여러 헤드 코드들을 포함하는 테이블에서 상기 
헤더 코드를 찾는 단계를 포함하며, 각 헤더 코드는 상기 프로세서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이용되
는 특정 변수와 연관되어 있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저장하기 위해 마련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적어도 하나의 주소 지정 위치에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쓰는 단계를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특정의 수학적 변환식에 따라 검증 이미지로 변환하는 단
계; 및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수신하기 위해 마련된 각 주소 지정 위치의 일부에 상기 검증 이미
지의 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수신하기 위해 마련된 각 주소 지정 위치로부터 상기 저
장되어 있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읽는 단계; 상기 메모리 각각의 위치로부터 상기 저장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의 상기 저장된 검증 이미지를 읽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수신하도록 마련된 각 
주소지정 위치로부터 상기 읽혀진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상기 저장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의 상기 판
독된 검증 이미지를 비교하여, 상기 검증 이미지가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검증 이미지로 변환시키
는 상기 단계에 의해 규정된 상기 수학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읽혀
진 검증 이미지가 소정의 주소 지정 메모리 위치에 대해 상기 읽혀진 네트워크 식별 변수 값과 관련한 상
기 선정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상기 검증 이미지를 상기 
소정의 주소 지정 메모리 위치에 다시 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HVAC 시스템에서 정전이 발생한 이후에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의 저장을 위해 
마련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소 지정 위치로 부터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상기 검증 이미지 값을 읽는 단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소 지정 위치로부터 읽혀진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와 상기 검증 이미지의 값들을 비교하여, 상기 검증 이미지의 값이 상기 전달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
값을 상기 검증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상기 단계에서의 규정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와 관련된 선정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읽혀진 네트워크 식별 정보들들과 검증 
이미지의 값들이 상기 전달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상기 검증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상기 단계에서 규
정된 상기 선정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소 지정 위치로부터 읽혀진 상
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동일하게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 내의 특정 
HVAC 시스템을 식별할 때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 값을 상기 프로세서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이미 읽혀진 상기 메모리 위치로부터 상기 읽혀진 네트워크 식별 정보와 상기 검증 이
미지의 값들이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상기 검증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상기 단계에서 규정되어 있
는 상기 선정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HVAC 시스템에 정전이 발생한 이후 상기 네트워
크 식별 정보값의 저장을 위해 마련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주소 지정 위치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과 상기 검증 이미지의 값을 읽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주소 지정 
위치로부터 읽혀진 상기 네트워크 식별정보와 상기 검증 이미지의 값을 비교하여, 상기 검증 이미지가 상
기 전달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상기 검증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상기 단계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기 네
트워크 식별와 관련한 상기 선정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및 상기 읽혀
진 네트워크 식별 정보와 상기 검증 이미지의 값들이 상기 전달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상기 검증 이
미지로 변환시키는 상기 단계에서 규정된 상기 선정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기 적어도 하
나의 다른 주소 지정 위치로부터 읽혀진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으로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를 설
정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 내의 특정 HVAC 시스템을 식별할 때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 값을 상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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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저장하도록 마련된 비휘발성 메모리의 모든 주소 지정 위
치로부터 읽혀진 값이 상기 네트위크 식별 정보값을 상기 검증 이미지로 변환하는 상기 단계에 의해 규정
된 상기 선정된 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때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상
기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HVAC 시스템을 식별할 때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 변수의 값을 상기 프로세서가 
사용하도록 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활당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는 다른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상기 특정 HVAC 시스템을 주소 지
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HVAC 시스템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인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포함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HVAC 시스
템과의 통신이 발생할 때 HVAC 시스템을 주소 지정하는 디바이스의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닌 디바이
스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포함하는 신호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 HAAC 시스템을 포함하는 디바이스에 통신을 전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통신 버스를 포함하고,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값을 포함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상기 단계는, 디바이스에 
통신을 전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상기 통신 버스에 접속되지 않는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
보값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HVAC 시스템의 식별 할당 방법.

청구항 18 

통신 버스에 접속된 복수의 HVAC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상기 HVAC 디바이스 중 
적어도 일부는 상기 통신 버스에 접속된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통신 버스를 통해 통신을 수신하며, 
상기 통신을 수신하는 상기 HVAC 디바이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HVAC 디바이스의 통신된 네트워크 식
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상기 HVAC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 상
기 처리된 상기 HVAC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처리기와 연관되어 있어 상기 HVAC 
디바이스와의 통신이 상기 통신 버스를 통해 발생할 때 상기 처리된 HVAC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식별 정보
를 그 후에 상기 통신 버스에 접속된 디바이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는 통
신 네트워크.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버스에는 접속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HVAC 디바이스의 상기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상기 HVAC 디바이스의 상기 통신된 네트워크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상기 수신기에 통신하기 위한 
디바이스를 더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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