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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적외선 리모컨은 보통 가
전제품 1대당 1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가정에는 3개 이상의 리모컨이 있을 것이다. 

통합리모컨은 가정 내에 있는 리모컨 숫자를 줄
이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룰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서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블루투스
나 와이파이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  론

Ⅰ. 적외선 리모컨 동작원리

(1)리모트 컨트롤러
원격제어장치라는 보통 적외선LED를 이용하여 

제어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모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모컨은 적
외선으로 동작하는 리모컨이 대부분이다.

(2) 적외선 리모컨의 송수신 방법
리모컨의 송수신 방법은 적외선LED와 포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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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출시된 가전제품용 리모컨들은 각각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어느 경우
에는 리모컨의 수가 너무 많아서 어디다 놓았는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리모컨을 사용하는 이유와 리모컨의 송신, 수신 방법 리모컨의 변조방식을 연구하였다. 실험은 
ATmega128을 이용하여 LCD를 보면서 가전제품(TV, 에어컨 등)을 제어한다. 결과적으로 리모컨 수
를 줄이고 하나의 리모컨으로 전자제품을 다루고 나아가 가정 내에 있는 모든 전자 제품을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mote control for consumer electronics products that nowadays are divided by the state only 

performs each function. In any case, there is also the case that the number of losing too many 

messes Where remote control. In this paper, the reason and remote control using infrared remote 

control transmission, will be able to see the modulation method of the received remote control 

method. The experiment will be able to see that by looking at the LCD to ATmega128 control 

home appliances (TV, air conditioning, etc.). As a result, it will be able to deal with a single 

remote control electronics to reduce the number of the remote control to handle all further 

electronics in th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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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드 적외선수신기를 사용하여 간단한 통신을 
하게 된다. 신호는 적외선LED가 적외선을 발광하
는 형태로 송신되며 이를 수신기가 감지하여 전
기신호로 바꿔주게 된다.  이때 도달거리를 늘리
기 위해서는 통상 1A에 가까운 피크전류값이 필
요하다. 

(3) 변조 방식 : PPM

리모컨 신호의 변조방식으로서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34KHz ~ 40KHz(보통 38KHz)의 캐리어 
주파수에 실어서 보내는데 와 같이 High상태 펄
스의 위치에 의해 0과 1을 구분할 수 있는 형태

를 갖추고 있다.

(4) ATmega128 리모컨 실험
ARmega128을 이용하여 리모컨을 만들었다.

Ⅲ. 결  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모컨은 나뉘어져 있어서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다. 1개의 리모컨이 1개의 
가전제품에 맞춰져 동작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
으로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가정 내
에 있는 가전제품을 제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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