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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 채널 탐색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본발명은 무선 텔레비젼의 자동 채널 탐색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동 채널 탐색 장치는, 상기 채널 정보에 대한

제어 메세지를 수신하는 수신부, 메세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문자발생부, 탐색된 채널정보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

리 및 상기 수신부의 제어메세지의 판독결과에 따라 수신된 제어메세지가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이면 상기 문자발생

부를 구동하여 문자를 디스플레이시키고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이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

여 구성하고 그 방법은 제어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메세지의 판독결과에 따라 상기 채널 탐색의 진행 정도

를 문자로 디스플레이하거나 메모리에 저장하는 표시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제어 메세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탐색의 수행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무선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Channel Data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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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무선장치, 채널탐색, 자동채널, TV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무선 수신부의 주요 블럭도,

도 2는 무선 수신부의 제어 메세지를 처리하기 위한 흐름도,

그리고,

도 3은 채널 탐색 시 화면 표시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 클라이언트 TV 110 : 수신부

120 : 디코더부 130 : 제어부

140 : OSD 150 : 디스플레이

160 : NVRAM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발명은 자동 채널 탐색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으로 AV 스트림을 받아 디스플레이하는 무선 TV에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채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 TV에서 Auto Store(혹은 Auto Search)기능이란 주파수 영역을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올려가면서 유효한

TV 신호가 있는 주파수 Channel을 찾아 Program number를 할당하고 저장하는 기능으로, Auto Store 완료 후에는 그

Program Number에 의해서 Channel을 선국할 수 있도록 한다. Auto Store중 방송 신호가 있는 Channel에 대하여

Program Number를 1부터 증가시켜 가면서 할당하고 Auto Store 진행 중에 중단되었을 경우 현재까지 찾은 Channel의

정보를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한다. PAL TV의 경우는 Auto Store가 완료된 직후 각 국가마다 고유한 각 Channel에 특정

한 Program Number들로 이루어진 Table을 기반으로 Auto Sort기능을 수행한다.

Auto Store 수행 중에는 현재 Channel을 찾는 모습이 Display되며 OSD나 GUI에 의해서는 몇 퍼센트 진행되었는지의 정

보와 현재의 주파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매 Channel이 찾아지는 순간에는 그 Channel정보와 그것에 할당되는

Program Number등을 표시한다.

특히, 메인 TV(Base Station)와 한개 이상의 클라이언트 TV(Client TV)로 구성된 무선 TV에서는 실질적인 Channel

Tuning을 하는 Tuner는 Base Station에 존재하므로 Auto Store동작을 수행 할 경우 실제로 유효한 신호가 존재하는

Channel을 찾는 기능은 Base Station에서 구현된다. 반면 Client TV는 Auto Store중에 Search를 하면서 Tuning중인 화

면을 Display해야 하고, OSD를 통해서 0부터 888MHz까지 Search해 가면서 매 순간마다의 주파수, 전체 진행상황 정도,

찾은 Channel number, 그 Channel에 할당되는 Program number, PAL TV의 경우에는 찾은 Channel의 Station Name

등을 실시간으로 Update하면서 Display 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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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ng중인 화면은 압축된 AV Stream 형태로 Base Station에서 Client TV에 전달 될 것이고 이것은 Client내의 전용

Decoder를 통해서 압축 해제되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OSD나 GUI로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는 Base Station에서 Command Message의 형태로 Client TV에 전달 되고 Client

TV는 이 Command Message를 Parsing하여 그것에 알맞는 OSD 표시나 GUI 표시 동작을 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Auto Store중에는 0 부터 888Mz까지 매 주파수마다 실시간으로 Display되어야 할 OSD정보를 보내므로 다

른 동작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Command message들이 장시간동안 대량으로 Base Station에서 Client TV로 전달되어

야 한다.

따라서, Client TV는 소프트웨어(Software)적으로 Command Message를 해석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압축

AV Stream을 처리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행하여 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 보여지는 Tuning중인 화면과 OSD

정보가 불일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uning 중 인 화면은 이미 한 Channel을 찾고 다음 Channel을 찾기 위해 시도하는

중인데 OSD정보는 이때 이전의 Channel을 찾았다는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다.

또, Auto Store 동작은 일반 TV에서 조차 수행시간이 상당히 느린 기능으로(통상 5~6분 걸림) Auto Store 수행 중에는

사용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무선 TV의 Auto Store 동작은 실제 채널 탐색이 Base Station에서 이루어지고

정보표시는 Client TV에서 이루어짐으로 대량 Command Message를 주고 받아야 하고 이 Command Message들을

Client TV에서 처리하기 위해 Overhead가 발생하여 Auto Store동작을 더욱 느리게(약 10분) 할 수 있다.

한편, 무선 TV에서는 무선의 특성상 Base Station과 Client TV가 주가 받는 Command Message을 여러가지 요인에 의

하여 잃어버릴 수 도 있다. Auto Store중에는 비교적 상당히 중요한 Command Message가 Base Station에서 Client TV

로 보내지는데 그 중에서도 찾은 Channel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정보는 Auto Store 이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Base Station 혹은 Client TV에 의해서 저장되어 관리되어야 하는데 보통 사용자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Client

TV이기 때문에 Client TV가 상기 Channel에 대한 정보를 저장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uto Store중 매 순간

찾은 Channel에 대한 정보가 Base Station에서 Client TV로 저장되면 Client TV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에 이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무선의 특성상 이 정보를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면 Client TV는 이 정보를 비휘

발성 메모리에 저장을 못하게 되고 영원이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채널 정보를 표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선 TV의 채널 탐색과정에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채널을 데

이터를 수신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 채널 탐색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자동 채널 탐색 기능을 구비한 무선 송수신 텔레비젼의 자동 채널 탐색

장치는, 상기 채널 정보에 대한 제어 메세지를 수신하는 수신부, 메세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문자발생부, 탐색된 채널정

보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수신부의 제어메세지의 판독결과에 따라 수신된 제어메세지가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이면 상기 문자발생부를 구동하여 문자를 디스플레이시키고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이면 상기 메모리에 저

장하도록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문자를 수정 변경하여 디스플레

이한다.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는 매 채널을 튜닝할 때 마다 표시하고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는 매 채널 튜닝 완

료시에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며 상기 제어부는 채널 탐색이 완료되었을 때 상기 탐색된 모든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더 저장하도록 하여 송수신중에 유실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는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보다 그 크기가 더 작은 것으로 하고, 상기 탐색

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는 2 바이트로 구성된 튜닝된 주파수 값과 2 바이트로 구성된 프로그램 번호, 5 바이트로 구성된 튜

닝된 방송의 방송국 이름을 그리고 1 바이트는 튜닝된 방송의 사운드 시스템이나 칼러 시스템을 표시하도록 구성하는 것

이 더욱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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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자 디스플레이는 튜닝하고 있는 주파수 값, 프로그램 번호, 채널 번호, 진행상황 백분율, 및 현재 채널 탐색의 진행

정도를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된 문자를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며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

여 상기 진행상황 백분율과 상기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본 발명에 따른 자동 채널 탐색 기능을 구비한 무선 송수신 텔레비젼의 자동

채널 탐색 방법은, 제어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메세지의 판독결과에 따라 상기 채널 탐색의 진행 정도를 문

자로 디스플레이하거나 메모리에 저장하는 표시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기 표시단계는 수신된 제어메세지가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이면 문자를 디스플레이시키는 문자표시단계와 수신된

제어메세지가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이면 메모리에 저장하는 저장단계로 구성하고 상기 저장단계는 상기 디스플레이

된 문자를 수정 변경하여 더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문자표시단계는 매 채널을 튜닝할 때 마다 표시하고 상기 저장단계는 매 채널 튜닝 완료시에 상기 메모리에 저

장하도록 하며 채널 탐색이 완료되었을 때는 상기 탐색된 모든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는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보다 그 크기가 더 작은 것으로 하고 상기 탐색된 채널

에 대한 데이터는 2 바이트로 구성된 튜닝된 주파수 값과 2 바이트로 구성된 프로그램 번호, 5 바이트로 구성된 튜닝된 방

송의 방송국 이름을 그리고 1 바이트는 튜닝된 방송의 사운드 시스템이나 칼러 시스템을 표시하도록 구성되도록 한다.

상기 문자표시단계에서는 튜닝하고 있는 주파수 값, 프로그램 번호, 채널 번호, 진행상황 백분율, 및 현재 채널 탐색의 진

행 정도를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된 문자를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하며, 상기 진행상황 백분율과 상기 막대 그래프는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시되도록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무선 수신부의 주요 블럭도이며, 도 2는 무선 수신부의 커맨드 메세지(Command message)를 처리

하기 위한 흐름도, 그리고 도 3은 채널 탐색 시 화면 표시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내지 도 3을 참고하면, 클라이언트 TV(Client TV:100)는 수신부(110), 디코더부(120), 제어부(130), OSD(140), 디

스플레이(150) 및 NVRAM(16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수신부(110)는 통상 무선 모듈(Wireless module)로 구성되며 송

신기인 Base station(도면 미도시)으로부터 송신되는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소정 단위(예를 들어, 8Mbps)씩 읽어들여 디

코더부(120)로 제공한다. 또한, 송신기로부터 송신되는 제어메세지(Command message)를 디코더부(120)로 전송한다.

디코더부(120)는 무선 수신부(110)로부터 제공된 영상신호를 복호화함과 동시에 수신된 제어메세지를 특정 프로토콜

(protocol)에 기준하여 제어부(130)로 송신한다.

제어부(130)는 Base station으로부터 송신된 영상신호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150)에 표시하도록 처리함과 동시에 특히

본 발명에서는 수신된 제어메세지를 판독하여 OSD(140)를 구동하여 관련 메세지를 디스플레이(150)에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NVRAM(160)에 저장한다. 상기 제어메세지로 전달된 주파수 정보를 기반으로 포지션 정보 및 채널 정보 그리고

전체 진행상황을 백분율(Percentage)로 구한 후 그 진행 사황을 수정 표시(update)하도록 OSD(140)를 제어한다. 채널 탐

색 중의 OSD 화면(300)은 도 3에서와 같이 Base Station과 클라이언트 TV와의 현 상태를 표시하는 상단부(310)와 진행

과정을 표시하는 표시부(320) 및 관련 키를 도시한 하단부(330)로 구성한다. 특히, 표시부(320)는 제1 라인에 수신기의

세부 동작을 표시하는 "Auto store in progress" 표시부(321)가 디스플레이되고 제2라인에는 포지션 번호(P10)와 현재의

채널 번호(C45) 및 해당 채널의 주파수(450Mhz)를 나타내는 채널 표시부(322)가 표시된다. 제 3라인에는 막대 그래프 형

상의 채널 탐색의 정도를 표시하는 탐색 정도 표시부(323)와 현재의 탐색정도(30%)를 백분율로 표시한 진행표시부(324)

가 표시된다. 마지막 라인에는 상기 채널 탐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STOP" 명령부(325)로 구성되어 있다. "STOP" 명

령부(325)는 상기 채널 탐색과정을 사용자에 의해 강제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NVRAM(160)은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제어부(130)의 제어에 의하여 탐색된 채널정보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다. 특히, 튜닝(Tuning)이 완료된 채널의 사운드 정보, 칼라 정보, 방송국명(Station Name), 프로그램번호(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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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채널 번호(Channel Number)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방송국명은 유럽향의 모델인 경우 특정 캐릭터

(Character)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사운드 정보는 "BG, DK, I, M, L" 등이 될 수 있으며, 칼라 정보는 "NTSC, PAL,

SECAM, Auto"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진다.

이하, 상기한 구성을 이용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동 채널 탐색 방법에 대하여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서는 채널 탐색 과정에서 수신되는 정보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현재의 주파수와 전체 진행 Percentage

와 같이 Search된 Channel과 무관하게 계속 Update되어야 하는 "Update될 OSD 정보 Message"(이하, OSD Update

Message라 한다)와 특정 Channel이 Search 되었을 때 추가로 Update되어야 해야 되는 하는 Channel Number, 할당된

Program Number, 그리고 유럽향의 경우는 Character들로 표시되는 Station Name 등과 같은 "Search된 Channel정보

Message"(이하, "Channel Search Message"라 한다)로 구분하여 수신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한 Channel이 Search

되었을 때 Update되어야 하는 정보는 약 10Byte정도로 제법 긴 반면에 Channel Search여부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Update되어야 하는 정보는 2Byte 정도의 짧은 길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리하여 전송하면 안전하고도 신

속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진행율과 전체 진행 백분율(Percentage)은 모두 주파수 정보만으로

나타내 질 수 있다. 즉, 0 ~888Mhz의 주파수대를 탐색할 겨우 수신된 주파수와 비교하면 현재의 진행율을 알수 있으며 또

한 막대 그래프로 그 전체 진행 Percentage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 3과 같은 OSD화면에서는 "OSD Update

Message"는 탐색 정도 표시부(323)와 진행표시부(324)에 대한 것이며 "Channel Search Message"는 Channel

Number, 할당된 Program Number, 그리고 유럽향의 경우는 Character들로 표시되는 Station Name 등이 관한 것이다.

또한, "Channel Search Message"는 비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이러한 OSD Update 정보 이외에 추

가로 Client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Sound System, Color System의 정보도 전달된다.

수신부(110)가 Base Station으로 부터 제어 메세지(Command mesage)를 수신하게 되면(S210) 제어부(130)는 상기 수

신된 제어 메세지가 "OSD Update Message"인지를 판단하게 된다(S220). 통상 채널 탐색시 제어 메세지들은 채널 탐색

시작 후 Base Station에서 Client TV(100)로 전달된다. 단계 S220에서 "OSD Update Message"로 판단되면 제어부

(130)는 OSD(140)를 구동하여 도 3과 같은 OSD 화면을 디스플레이(150)에 표시되도록 하여 현재 채널 탐색의 진행과정

을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S222). 단계 S220에서는 통상 수신되어진 제어 메세지의 크기를 비교하여 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OSD Update Message"는 2 Byte로 구성되며 주파수 데이터로 구성되도록 한다. 즉, 채널

탐색 진행 중에는 비교적 짧은 길이의 제어 메세지를 구성하도록 하여 Client TV(100)에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다. 이때 제어부(130)는 2 Byte로 전달된 주파수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채널 탐색의 진행상황을 백분율

(Percentage)로 구한 후 전송된 주파수 값과 진행상황 Percentage OSD를 각각 채널정보부(322)와 진행표시부(324)에

표시하고 백분율을 참고로 하여 탐색정도표시부(323)에 현재 채널 탐색의 진행 정도를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단계 S220에서 수신된 제어 메세지가 "OSD Update Message"가 아닌 경우에는 "Channel Search Message"인지를 판단

하여(S230) "Channel Search Message"인 경우에는 전송된 데이터를 NVRAM(160)에 저장하고(S232) OSD(140)를 제

어하여 OSD화면(300)을 변경 표시하도록 한다(S234). 상기 "Channel Search Message"는 10 Byte로 구성하고 2 Byte

는 튜닝(Tuning)된 주파수 값을 표시하며 다음 2 Byte는 Program Number를, 또 5 Byte는 튜닝된 방송의 방송국 이름을

나머지 1 Byte는 튜닝된 방송의 Sound system이나 Color system등을 표시하도록 할당한다. 상기 "Channel Search

Message"는 특정 채널을 탐색한 결과를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단계 S222에서와 같이 관련 정보를 수정변경하면서 채널정

보부(322)의 Program Number(P10)와 Channel number(C45)도 변경하여 OSD로 표시한다.

단계 S230에서 "Channel Search Message"가 아닌 경우 제어부(130)는 전송된 제어 메세지가 채널 탐색을 완료한 경우

의 데이터인지를 판단한다(S240). 이 단계는 채널 탐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된 정보에 대한 처리과정이다(이하, Auto

Sort라 한다). 즉, 단계 S230 내지 단계 S232에서와 같이 채널 탐색 중간에 중단될 것을 대비하여 매 Search된 Channel

정보를 NVRAM(160)에 저장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중단된다 하더라고 현재까지의 탐색된 Channel정보는 NVRAM

(160)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그 정보를 이용하여 Search 되었던 Channel에 대해서는 선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대해서는 중간에 손실된 Channel정보에 대한 복구 방법이 없다. 만일 중간에 Channel정보가 손실되었

다 하더라고 끝까지 Auto Store동작이 완료되었을 경우 PAL의 경우는 Base Station에서 Auto Sort된 Channel정보를 모

두 다시 Client TV로 올리도록 하여 다시 저장하도록 한다. 따라서 채널 탐색시 손실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다.

Auto Sort동작이 없는 NTSC TV에서는 Auto Store완료 이후 Verification Phase를 따로 두어 Search된 전체의

Channel정보를 연달아서 다시 올리도록 하여 Channel정보 손실에 대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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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제어 메세지가 채널 정보와 관련 없는 일반 제어 명령일 경우에는(S250) 해당 명령어를 수행하고(S260) 종료한다.

단계 S210에서 제어메세지의 수신이 아닌 경우와 단계 S250에서 명령어가 아닌 경우나 오류 명령의 경우 종료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채널 탐색 시에 메세지를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탐색된 채

널의 "Channel Search Message"와 탐색 중인 채널의 "OSD Update Message" 로 구분하여 특정 채널 탐색 중에는 비교

적 짧은 길이로 구성하여 Client TV에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OSD Update Message"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Channel이 Search되는 순간에는 비교적 긴 길이로 구성하여 Client TV에서도 비교적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할 수 있는

"Channel Search Message"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OSD(140)를 이용하여 문자를 디스플레이 시켰으나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관련 화면을 구

성하여 NVRAM(160)이나 별도의 메모리에 저장하여 두고 제어부(130)가 OSD(140)를 이용하지 않고 상기 GUI를 디스플

레이하도록 제어하게 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

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 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자동 채널 탐색 장치 및 그 방법에 의하면 튜닝 중인 영상 Display와 OSD Display 불일치

의 문제를 빠르게 Update되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길이의 "OSD Update Message"와 간간이 발생하며 긴 길이의 상대적

으로 느리게 처리되어도 되는 "Channel Search Message"의 분리에 의해서 Client TV에서 Base Station의 제어 메세지

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탐색의 수행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무선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Channel Data의 손실을 Auto Sort에 의하여 전체 Channel 정보를 연쇄적으로 다시

전달하도록 하여 손실 데이터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 채널 탐색 기능을 구비한 무선 송수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채널 정보에 대한 제어 메세지를 수신하는 수신부;

메세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문자발생부;

탐색된 채널정보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수신부의 제어메세지의 판독결과에 따라 상기 채널 탐색의 진행 정도를 상기 문자발생부를 구동하여 문자로 디스플

레이하거나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자동 채널 탐색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수신된 제어메세지가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이면 상기 문자발생부를 구동하여 문자를 디스플레이시키고 탐색된 채널

에 대한 데이터이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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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문자를 수정 변경하여 더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는 매 채널을 튜닝할 때 마다 표시하고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는 매 채널 튜닝 완

료시에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채널 탐색이 완료되었을 때 상기 탐색된 모든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자동 채널

탐색 장치.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는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보다 그 크기가 더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는 2 바이트로 구성된 튜닝된 주파수 값과 2 바이트로 구성된 프로그램 번호, 5 바이트로

구성된 튜닝된 방송의 방송국 이름을 그리고 1 바이트는 튜닝된 방송의 사운드 시스템이나 칼러 시스템을 표시하도록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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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튜닝하고 있는 주파수 값, 프로그램 번호, 채널 번호, 진행상황 백분율, 및 현재 채널 탐색의 진행 정도를 막대 그래프 형식

으로 표시된 문자를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진행상황 백분율과 상기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

동 채널 탐색 장치.

청구항 10.

자동 채널 탐색 기능을 구비한 무선 송수신 장치의 자동 채널 탐색 방법에 있어서,

제어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 메세지의 판독결과에 따라 상기 채널 탐색의 진행 정도를 문자로 디스플레이하거나 메모리에 저장하는 표시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자동 채널 탐색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단계는

수신된 제어메세지가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이면 문자를 디스플레이시키는 문자표시단계;

수신된 제어메세지가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이면 메모리에 저장하는 저장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

널 탐색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단계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문자를 수정 변경하여 더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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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자표시단계는 매 채널을 튜닝할 때 마다 표시하고 상기 저장단계는 매 채널 튜닝 완료시에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도

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방법.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채널 탐색이 완료되었을 때 상기 탐색된 모든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방법.

청구항 15.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는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보다 그 크기가 더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탐색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는 2 바이트로 구성된 튜닝된 주파수 값과 2 바이트로 구성된 프로그램 번호, 5 바이트로

구성된 튜닝된 방송의 방송국 이름을 그리고 1 바이트는 튜닝된 방송의 사운드 시스템이나 칼러 시스템을 표시하도록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표시단계는

튜닝하고 있는 주파수 값, 프로그램 번호, 채널 번호, 진행상황 백분율, 및 현재 채널 탐색의 진행 정도를 막대 그래프 형식

으로 표시된 문자를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채널 탐색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진행상황 백분율과 상기 막대 그래프는 상기 채널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

동 채널 탐색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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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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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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