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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방송 수신시에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를 표시하여 모든 채널에 있어 최적의 신호세기를 가지는 안테나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한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동 채널 검색시에 튜닝이 완료

된 해당 채널의 채널 정보 및 신호 세기를 저장하는 단계;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채널 번호, 신호 세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마지막 채널까지 튜닝 및 해당 채널의 신호 세기의 저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과정을 반복하고, 

마지막 채널까지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된 전체 채널 수, 신호 세기의 합계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자동 채널 검색, 신호 세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오토 스캔 도중의 신호 세기 표시 화면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오토 스캔 완료후의 전체 채널의 신호 세기 표시 화면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을 위한 플로우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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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 튜너 32. 신호 세기 저장부

33. 복조부 34. TP 역다중화부

35. PSI/PSIP 디코더 36. 비디오 디코더

37. 오디오 디코더 38.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방송 수신시에 모든 채 널의 신호 세기를 표시하여 모든 채널에 

있어 최적의 신호세기를 가지는 안테나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한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디지털 다채널 방송에서는 데이터 서비스의 하나로서 프로그램표나 각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electronic program guide)가 기본적인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되고 있다.

사용자가 수신되는 방송신호의 세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의 특정 메뉴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테나를 이용하여 디지털 TV 방송을 수신할 경우 안테나를 설치하고 방향을 맞춘 후 오토 스캔을 하고 다시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오토 스캔을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어느 정도 잘 나온다고 생각되면 그 방향으로 안테나

를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나의 채널의 신호세기는 메뉴 상에서 볼 수 있으므로 특정 채널에 대한 최적의 안테나 방향은 안테나를 돌려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채널마다 잘 나오는 안테나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안테나의 방향은 채널을 전환할 때마다 바꾸기가 어려우므

로 모든 채널들의 신호세기를 종합하여 최적의 안테나 방향을 정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상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있어서는 최적의 신호 세기를 갖는 안테나 방향 설정을 

위해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 및 비교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오토 스캔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호가 있는 채널들을 찾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채널에 가장 적합한 안테나의 

방향을 잡으려면 아주 힘들게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거나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를 일일이 채널 전

환 후 확인을 해야 했다.

이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고, 반복적인 비교 조정에 의해 소요되는 시간이 많

이 필요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증대시킨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 수신시에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를 표시하여 모든 채널에 있어 최적의 신호세기를 가지는 안테나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한 모든 채널

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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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은 자동 채널 검색시에 튜

닝이 완료된 해당 채널의 채널 정보 및 신호 세기를 저장하는 단계;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채널 번호, 신호 세

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마지막 채널까지 튜닝 및 해당 채널의 신호 세기의 저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과정

을 반복하고, 마지막 채널까지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된 전체 채널 수, 신호 세기의 합계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성 및 잇점들은 이하에서의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오토 스캔 도중의 신호 세기 표시 화면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오토 스캔 완료후의

전체 채널의 신호 세기 표시 화면 구성도이다.

본 발명은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모든 채널에 최적인 안테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 채널 검색(Auto sca

n)을 하면서 찾아진 모든 채널의 신호세기를 OSD로 나타낸다.

도 1과 같이 디지털 방송의 자동 채널 검색시에 찾아진 채널에 대해서 물리적 채널 번호(major, minor 채널 번호도 

보여줄 수 있다)와 그 채널의 신호 세기를 그림과 숫자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스캔한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를 다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찾아진 채널만 나타내는 것이 사용자에게 더 유리

하다.

그리고 도 2는 자동 채널 검색이 완료되었을 경우의 OSD 표시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는 찾아진 채널의 수와 

찾아진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의 합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찾아진 채널 수, 각 채널의 신호세기, 신호 세기의 합을 알 수 있으므로 안테나

설치시에 최적의 안테나 방향을 찾는 데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구성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을 위한 플로우 차트이다.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튜너부(31)와, 자동 채널 검색(Auto scan)시에 튜너부(31)로부터 현재 튜닝중인 채널

의 신호 세기를 얻어 저장하는 신호 세기 저장부(32)와, 상기 튜너부(31)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전송 채널을 통해 발

생한 에러 등을 정정하고 신호를 복원하는 복조부(Demodulator)(33)와, 상기 복조부(33)를 통해 출력되는 프로그램

에 대해 오디오, 비디오, 부가데이터 등을 추출하는 TP 역다중화부(34)와, 상기 TP 역다중화부(34)에서 추출된 데이

터들을 디코딩하여 음성 및 영상으로 출력하는 디코더부로 구성된다.

디코더부는 PSI/PSIP 디코더(35),비디오 디코더(36),오디오 디코더(37)로 구성되고 비디오 디코더(36)에서 출력된 

디코딩된 신호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Video display processor;VDP)(38)에서 출력 포맷에 맞게 변환되어 

비디오 신호로 출력된다.

도 1,2에서와 같은 신호 세기의 OSD 출력은 신호 세기 저장부(32)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튜너를 통하여 수신되는 전송 스트림에는 오디오, 비디오 패킷 뿐만 아니라 PSIP(Program and System Infor

mation Protocol)도 함께 포함되어 각 채널 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즉, 패킷화된 오디오, 비디오 정보는 PSIP 정보가 있어야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상기 PSIP 정보에는 MGT(Master Guide Table), TVCT(Terrestrial Virtual Channel Table), RRT(Rating R

egion Table), EIT(Event Information Table), ETT(Extended Text Table), SST(System Time Table) 등이 있다.

자동 채널 검색(Auto scan)시에 검색된 모든 채널의 채널 번호 및 신호 세기를 OSD로 출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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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 4에서와 같이, 자동 채널 검색에 의해 처음 채널의 튜닝이 완료되면(S401) 다음 채널의 튜닝을 시작한다.(S

402)

이어, 해당 채널의 튜닝이 완료되면(S403) 해당 채널의 채널 정보 및 신호 세기를 저장한다.(S404)

그리고 저장된 채널 정보 및 신호 세기를 OSD로 출력한다.(S405)

이어, 상기 튜닝된 채널이 마지막 채널인가를 판단하여(S406) 마지막 채널이 아닌 경우에는 채널 튜닝 및 채널 정보 

및 신호 세기의 저장 그리고 OSD 출력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채널까지 튜닝이 완료되면 자동 채널 검색 과정에서 찾아낸 채널 수 및 신호 세기의 합을 OSD 출력한

다.(S407)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자동 채널 검색 도중이나 자동 채널 검색이 완료된 경우 검색된 채널들의 리스트와 각각의 신호 

세기를 사용자가 보기 쉽게 출력하여 현 재 신호 상태를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자동 채널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된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를 OSD 출력하여 사용자게 알려주므로 사용자가 객관적으

로 모든 채널에 최적의 안테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찾아진 채널 수, 각 채널의 신호세기, 신호 세기의 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최적의 수신 환경을 제공

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

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 채널 검색시에 튜닝이 완료된 해당 채널의 채널 정보 및 신호 세기를 저장하는 단계;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채널 번호, 신호 세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마지막 채널까지 튜닝 및 해당 채널의 신호 세기의 저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과정을 반복하고, 마지막 채널까지 검색

이 완료되면 검색된 전체 채널 수, 신호 세기의 합계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자동 채널 검색시에 찾아진 채널에 대해서 물리적 채널 번호와 그 채널의 신호 세기를 OSD 출력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채널의 신호 세기 디스플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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