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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자기기 상태 표시방법 및 장치는 TV나 VTR등의 전자기기 현재상태를 친근감있는 캐릭터의 다양한 소리로 표시하

여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전자기기의 각종 상태에 상응하여 연상되는 캐릭터의 소리를 기설정

하고, 사용자의 키입력에 따라 기기 상태의 전환을 위한 서보제어 중에 기설정된 소리들중 해당 상태의 소리를 멜로디

송출하며, 시간간격에 따라 주파수를 가변시켜 다른 소리가 울리도록 하여 실감나게 기기상태를 표현하도록 구성된

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글자를 모르는 아동이나 노인에게까지 전자기기의 현상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친근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character, sound, melody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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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전자기기 상태 표시를 위한 VRAM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a-2d는 종래 전자기기 상태의 OSD 표시 예를 보여주는 화면 상태도,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된 전자기기 상태 표시장치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4a-4d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기기 상태 표시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로, 도 4a는 도 3의 VRAM 구조이며, 

도 4b는 표시되어질 캐릭터 모습을 담은 그림, 도 4c는 도 4b 그림의 분할 상태, 그리고 도 4d는 도 4c의 분할된 그림

각각의 폰트로 저장된 VRAM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5a-5d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기기 상태의 캐릭터 모습을 담은 동영상 표시 예를 보여주는 화면 상태도,

도 6은 도 3 장치의 동영상 캐릭터 표시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7은 도 3 장치의 표시되는 동영상 캐릭터에 대응하는 멜로디 송출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8은 전자기기 각 상태에 따라 표시되어질 동영상 캐릭터에 대응하는 멜로디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 : 키입력부 32 : 마이크로컨트롤러

33 : VRAM 34 : 디스플레이

35 : 멜로디발생부 36 : 서보부

321 : RAM 323 : ROM

351 : 부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TV, VTR등의 전자기기 상태 표시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재미있는 캐릭터의 소리

를 기기상태와 연관지어 기기 상태의 전환을 위한 서보제어 중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주며 현상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기기 상태 표시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TV, VTR등의 전자기기는 여러가지 동작상태를 갖는다. VTR의 경우, 전원(power), 재생(play), 정지(stop), 고속전

진(fast forward; FF), 되감기(rewind; REW)등 여러가지가 있다. 사용자가 리모콘(remocon)이나 세트(set)상에 부

착된 키메트릭스(key-matrix)를 통해 원하는 상태의 키조작을 하면, 이를 키입력받는 세트내의 마이콤은 키입력을 

판단한다. 마이콤은 OSD(On Screen Display)-IC에 저장되어 있는 OSD 문자들중 판단된 키입력에 대응하는 OSD 

문자를 읽어들여 TV 화면상에 일정시간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기기상태를 알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

서, OSD-IC는 통상 VRAM을 사용하며, 도 1에 보 여진 바와 같이 문자들을 저장하고 있다.

도 1은 종래 전자기기 상태 표시를 위한 VRAM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으로, '0000'번지에서 'F00F'번지까지 총 256개

번지에 문자들이 저장된다. 저장되는 문자는 숫자 '0'에서 '9', 알파벳 영문자 'A'에서 'Z', 및 한글 자음과 모음등을 포

함하는 다양한 글자들로, 각 번지마다 하나씩 할당되어 저장된다.

마이콤은 도 1의 VRAM에 저장된 문자들중 판단한 기기상태에 대응하는 문자들을 읽어들여 도 2a-2d에 보여진 바와

같이 화면상의 소정위치에 표시한다. 통상, 기기상태를 영문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현재 재생하여 보고 



공개특허 특2003-0036554

- 3 -

있는 테이프(tape)를 정지시키고자 하여 '정지(stop)'키를 누르면, 마이콤은 키입력을 판단하여 도 1처럼 구성된 VRA

M상의 'S', 'T', 'O', 'P'의 각 문자가 저장된 번지에서 해당 문자들을 읽어들인다. 마이콤은 읽어들인 문자들을 조합하

여 도 2a와 같이 화면 좌측 상단에 현재 기기상태가 테이프 주행을 정지시키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STOP'를 표시한

다. 도 2b 내지 도 2d에 표시되는 고속재생(FF)이나 되감기(REW), 재생(PLAY)등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해 화면상

에 OSD 문자표시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지만, 위와 같은 종래 전자기기의 현상태를 OSD 문자로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지루한 느낌을 주게 되며, 특히 글씨

를 모르는 아동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점을 감안하여, 전자기기의 현상태를 동물등과 같이 친근감있는 캐릭터의 소리를 

내어 표시하여 친근감있으면서 쉽게 상태파 악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기기 상태 표시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전자기기 상태 표시방법은, 전자기기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1)

기기의 각 상태를 나타내는 소리를 기설정하는 단계와, (2) 사용자 조작에 따른 키입력받아 기기 상태를 판단하는 단

계, 및 (3) 제 (2) 단계의 판단결과에 따라 서보구동을 제어하여 현재 상태를 판단된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며, 서보구

동을 제어하는 동안 추가적인 제어신호를 발생시켜 제 (1) 단계에 기설정된 소리중 판단된 기기상태에 대응하는 소리

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자기기 상태 표시장치는, 여러가지 동작상태를 위한 서보 구동을 제어하는 마이크

로컨트롤러를 구비한 전자기기에 있어서, 기기 상태를 선택하여 키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와, 상기 키입력부의 키입

력으로부터 기기상태를 판단하고, 현재 상태에서 판단된 상태로의 전환을 위해 서보 구동을 제어하는 중에 판단된 기

기상태를 표시토록 제어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판단된 기기상태에 따라 기설정된 멜

로디를 송출하기 위한 멜로디발생부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전자기기 상태 표시장치가 적용된 VCR세트를 보여준다. 도 3에 보여진 VCR세트는 VCR 상태를 

키조작하기 위한 리모콘 및 키메트릭스로 된 키입력부(31)와, OSD 문자가 저장되는 도 1의 VRAM 구성 대신 캐릭터

모습의 그림이 폰트(font)형태로 저장되는 VRAM(33)을 구비한다. 도 3의 VCR은 또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R

OM(322)과 저장된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동작하도록 제어하는 RAM(321)을 포함하며, 키입력에 따른 기기상태에 대

응하는 폰트들을 VRAM(33)에서 읽어들여 그림을 형성하고 형성된 그림을 디스플레이(34)상에 표시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32)를 구비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VCR의 현재 상태를 키입력에 대응하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서

보부(36)의 구동을 제어한다. 서보부(36)는 비디오헤드의 회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드럼서보와, 비디오테이프를 이

송시키며 테이프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캡스턴서보로 이루어진다. 서보부(36)의 제어에 따라 캡스턴모터 및 드럼

모터가 구동된다. 한편, 도 3의 VCR은 마이크로컨트롤러(32)의 타이머포트(323)에 베이스가 연결되는 npn형 트랜지

스터(TR)와 트랜지스터(TR)의 콜렉터에서 인출된 출력단에 연결되는 부저(351)를 포함하여, 표시된 그림에 따른 기

설정된 소리를 발생하는 멜로디발생부(35)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도 3 장치의 전자기기 상태를 동영상 캐

릭터 표시하는 동작을 도 4a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4a-4d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기기 상태 표시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로, 도 4a는 도 3의 VRAM(33) 구조이

며, 도 4b는 표시되어질 캐릭터 모습을 담은 그림, 도 4c는 도 4b 그림의 분할 상태, 그리고 도 4d는 도 4c의 분할된 

그림 각각의 폰트로 저장된 VRAM(33)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 발명 실시예의 VRAM(33)은 도 4a에 보여진 바와 같이, 2페이지(page)로 이루어진다. 이중 1페이지에는 도 1에 

보여진 VRAM과 같이 숫자나 영문자등이 각기 저장되며, 나머지 1페이지에는 도 4b에 보여진 바와 같은 그림이 저장

된다. 물론, 2페이지 모두 그림을 저장할 수도 있다. VRAM(33)에 그림 저장시 도 4c에 보여진 바와 같이 도 4b의 그

림을 일정크기의 블록들로 나누고, 나눈 각 블록들을 각 번지 위치에 할당하여 도 4d와 같이 저장한다. 여기서, VRA

M(33)의 각 번지위치에 할당된 블록들을 폰트(font)라고 정의한다. 여러장의 그림 저장시 그림간의 차이부분에 해당

하는 폰트들만을 저장하고, 차후 그 폰트의 조각을 짜맞추어 그림을 형성한다.

도 3에서, 리모콘이나 키메트릭스등의 키입력부(31)를 통해 해당 세트(set)의 여러가지 기능중 하나가 선택되면, 이

를 입력받는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인터럽트(interrupt)가 걸려 현재 수행중이던 동작을 중지하고 선택된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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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이 수행되도록 한다. 즉, VCR이 현재 세트에 장착된 테이프(미도시)의 기록내용을 재생하여 보는 재생(play)상태

에서 사용자가 키입력부(31)를 통해 정지(stop)키를 입력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서보부(36)의 구동을 제어하

여 캡스턴모터 및 드럼모터의 회전을 정지시킨다. 캡스턴모터 및 드럼모터가 정지됨에 따라 테이프 주행 및 비디오헤

드 회전이 정지되어 재생동작이 정지된다. 이때,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ROM(322)에 저장된 프로그램들을 RAM(3

21)의 제어하에 순서대로 실행시켜 현재 기기상태를 화면상에 표시한다. 즉,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키입력으로부

터 기기상태를 판단하고, 판단된 기기상태에 대응하게 기설정된 그림들을 이루는 폰트들을 VRAM(33)으로부터 읽어

들인다.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읽어들인 폰트들을 짜맞추어 형성되는 그림들을 디스플레이(34)에 표시시켜 기기상

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기기가 '정지(stop)'상태로 도 5a 내지 5d에 보여진 바와 같이 강아지 캐릭터를 사용하여 

강아지가 달려가다 멈추는 모습을 담은 4장의 그림으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VRAM(3

3)에 저장된 해당 폰트들을 읽어와 도 5a 그림을 형성한 후 화면에 표시한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특

정부위의 폰트만을 바꿔 도 5b 그림을 시간간격(term)을 두고 다시 화면 표시시켜 강아지가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

여지게 한다. 여기서, 특정부위의 폰트는 현재 화면 표시된 그림과 다음 표시될 그림 사이의 차이나는 부분을 담고 있

는 폰트를 의미한다. 기기상태 표시에 대해 도 6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6은 도 3 장치의 동영상 캐릭터 표시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세트 제작시 각각의 폰트를 VRAM(33)에 

저장해놓은 상태에서(단계 601),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사용자의 키조작에 따른 기기상태를 판단한다(단계 602). 

여기서는 '정지(stop)'상태를 판단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즉, 현재 상태를 정지상태로 전환할 경우 마이크로컨트롤러

(32)는 서보부(36)에 정지명령만 내보내고 정지상태임을 표시하는 동작을 제어하면 된다. 그러나, 정지상태에서 재생

혹은 기록등의 다른 상태로 전환할 경우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서보부(36)의 구동을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제

어하는 중에 추가적인 제어신호를 내보내어 현재상태가 재생(play) 혹은 기록(REC)등의 상태임을 표시하는 동작을 

제어해야 한다. 단계 602의 판단결과 '정지(stop)'상태가 아니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ROM(322)에 저장된 프로

그램에 따라 RAM(321)의 타이머(timer)(미도시)를 일정시간(4초)으로 셋팅시켜놓는다(단계 603). 단계 602의 판단

결과 '정지(stop)'상태이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서보부(36)에 정지명령을 내보낸 후 타이머에 셋팅된 시간이 3

초 이상 남았는 지를 체크한다(단계 604). 정지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타이머에 셋팅된 시간은 감소된다. 서보부(36)

는 마이크로컨트롤러(32)의 정지명령에 따라 캡스턴모터 및 드럼모터의 회전을 정지시킨다. 단계 604의 체크결과 타

이머 시간이 3초 이상 남았으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ROM(322)의 프로그램에 따라 VRAM(33)에 저장된 폰트

들을 읽어와 도 5a에 보여진 제 1그림을 형성하여 디스플레이(34)상에 화면표시한 후(단계 605), 단계 604로 돌아가

단계를 반복수행한다. 단계 604의 체크결과 타이머 시간이 3초 이상 남지않았으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타이머 

셋팅시간이 2초 이상 남았는 지를 체크한다(단계 606). 단계 606의 체크결과 타이머 시간이 2초 이상 남았으면, 마이

크로컨트롤러(32)는 제 1그림부분에서 바꿔지는 부분에 대응하는 폰트만을 VRAM(33)으로부터 읽어들여 도 5b에 

보여진 제 2그림을 형성하여 디스플레이(34)상에 화면표시한 후(단계 607), 단계 606으로 돌아가 단계를 반복수행한

다. 단계 606의 체크결과 타이머 시간이 2초 이상 남지않았으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타이머 셋팅시간이 1초 이

상 남았는 지를 체크한다(단계 608). 단계 608의 체크결과 타이머 시간이 1초 이상 남았으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

는 다시 제 2그림부분에서 바꿔지는 부분에 대응하는 폰트만을 VRAM(33)으로부터 읽어들여 도 5c에 보여진 제 3그

림을 형성하여 디스플레이(34)에 화면표시한 후(단계 609), 단계 608로 돌아가 단계를 반복수행한다. 단계 608의 체

크결과 타 이머 시간이 1초 이상 남지않았으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타이머 셋팅시간이 0초 이상 남았는 지를 체

크한다(단계 610). 단계 610의 체크결과 타이머 시간이 0초 이상 남았으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다시 제 3그림

부분에서 바꿔지는 부분에 대응하는 폰트만을 VRAM(33)으로부터 읽어들여 도 5d에 보여진 바와 같은 제 4그림을 

형성하여 디스플레이(34)에 화면표시한 후(단계 611), 단계 610으로 돌아가 단계를 반복수행한다. 즉, 마이크로컨트

롤러(32)의 정지명령에 따라 캡스턴모터 및 드럼모터의 회전이 정지되는 동안 타이머에 셋팅된 4초동안 매초마다 제 

1그림에서 제 4그림이 디스플레이(34)에 차례로 화면표시되어, 마치 강아지 캐릭터가 달려오다 정지(stop)하는 모습

의 동영상으로 나타나 쉽고 친근감있게 기기의 현상태가 정지(STOP)상태임을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

크로컨트롤러(32)는 타이머 시간이 0초가 되었으면 화면에 표시한 그림을 지우고 끝낸다.

예를 들어, VCR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다시 테이프(tape)를 재생시켜 보고자 하여 '재생(play)'키를 누르면, 마

이크로컨트롤러(32)는 키입력을 판단하여 서보부(36)의 구동을 제어한다. 서보부(36)는 마이크로컨트롤러(32)의 제

어에 따라 구동하여 헤드를 통해 테이프에 기록된 내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캡스턴모터 및 드럼모터의 위상과 속도를

제어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서보부(36)가 캡스턴모터 및 드럼모터의 위상과 속도를 제어하는 동안 추가적인 

제어신호를 내보내어 VRAM(33)에 저장된 폰트들중 '재생(play)'상태에 대응하는 폰트들을 읽어들여 디스플레이(34)

에 화면표시한다.

한편,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기기상태를 캐릭터 모습의 동영상만을 표시하 지 않고 그에 맞는 소리도 함께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 즉, 강아지 캐릭터의 모습에 맞는 강아지 소리인 '멍멍'을 함께 내보내어 보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

록 한다.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기기상태에 따른 그림에 대응하여 ROM(322)에 프로그램된 멜로디에

해당하는 주파수 및 시간에 따른 펄스를 타이머포트(323)를 통해 멜로디발생부(35)의 트랜지스터(TR) 베이스에 인

가한다. 트랜지스터(TR)는 베이스에 인가되는 펄스에 따라 구동하여 콜렉터에서 인출된 출력단에 연결된 부저(351)

를 가동시켜 소리를 울린다. 여기에서 주파수를 가변시킴에 따라 울리는 소리가 달라지게 된다. 도 7 및 도 8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저루틴상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멜로디 발생 시작시점인지를 판단한다(단계 70

1). 멜로디발생 시작시점은 사용자에 의한 키조작으로 기기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되는 시점을 말한다. 단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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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판단결과 시작시점이면,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판단된 기기상태에 대응하게 기설정한 멜로디에 해당하는 주파

수 및 시간을 셋팅하여 멜로디발생부(35)에서 셋팅된 주파수의 소리가 셋팅된 시간만큼 울리도록 한다.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32)의 ROM(322)에는 도 8에 보여진 바와 같이 각 기기상태에 따라 표시되어질 그림이나 멜로디가 프로그

램되어 있다. 여기서는 기기가 '고속주행(FF)'상태로 그에 대응하게 기설정된 높은 음의 '도레미' 멜로디가 울릴 수 있

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높은 음의 '도'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멜로디1을 셋팅한 

후(단계 703), 멜로디1의 발생시간을 셋팅한다(단계 704). 멜로디발생부(35)는 셋팅된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를 셋

팅된 시간동안 울리게 된다.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내장된 타이머의 시간 이 셋팅된 시간을 초과했는 지를 체크하

여(단계 704), 초과하면 높은 음의 '레'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멜로디2를 셋팅한다(단계 705). 주파수 셋팅후,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시간을 셋팅하여(단계 706), 셋팅된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가 셋팅된 시간동안 울리도록 

한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컨트롤러(32)는 타이머의 시간이 셋팅된 시간을 초과했는 지를 체크하여(단계 707), 초과

하면 높은 음의 '미'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멜로디3을 셋팅한다(단계 708). 주파수 셋팅후, 마이크로컨트롤러(3

2)는 시간을 셋팅하여(단계 709), 셋팅된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가 셋팅된 시간동안 울리도록 한다. 그런 다음, 마이

크로컨트롤러(32)는 타이머의 시간이 셋팅된 시간을 초과했는 지를 체크하여(단계 710), 초과하면 부저종료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711). 단계 711의 체크결과 부저종료이면 그대로 끝내고, 부저종료가 아니면 단계 702로 돌아가 단계

를 반복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전자기기 상태 표시방법 및 장치는, TV나 VTR등의 전자기기 현재상태를 OSD문자로 

표시하던 종래에 비해 현재상태에 상응하여 연상되는 캐릭터의 다양한 소리로 표시하여 보다 쉽게 전자기기의 현상

태를 알 수 있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기기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1) 기기의 각 상태에 상응하여 연상되는 소리를 기설정하는 단계;

(2) 사용자 조작에 따른 키입력받아 기기 상태를 판단하는 단계; 및

(3) 제 (2) 단계의 판단결과에 따라 서보구동을 제어하여 현재 상태를 판단된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며, 서보구동을 제

어하는 동안 추가적인 제어신호를 발생시켜 제 (1) 단계에 기설정된 소리중 판단된 기기상태에 상응하여 연상되는 소

리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기기 상태 표시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제 (1) 단계의 상기 소리는 기기상태에 따라 음의 고저가 달라지는 멜로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기기 상태 표시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제 (1) 단계의 상기 멜로디는 강아지 소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기 상태 표시방법.

청구항 4.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3a) 멜로디 발생 시작시점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3b) 제 (3a) 단계의 판단결과 시작시점이면, 판단된 기기상태에 대응하게 기설정한 멜로디를 이루는 각 음의 주파수 

및 시간을 셋팅하는 단계;

(3c) 음의 순서대로 상기 셋팅된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를 셋팅된 시간동안 울리도록 하는 단계; 및

(3d) 상기 소리가 울린 시간이 셋팅된 시간을 초과했는 지 체크하여, 초과하면 다음 음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를 

셋팅된 시간동안 울리도록 하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기 상태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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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여러가지 동작상태를 위한 서보 구동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구비한 전자기기에 있어서,

기기 상태를 선택하여 키입력하기 위한 키입력부;

상기 키입력부의 키입력으로부터 기기상태를 판단하고, 현재 상태에서 판단된 상태로의 전환을 위해 서보 구동을 제

어하는 중에 판단된 기기상태를 표시토록 제어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판단된 기기상태에 따라 기설정된 멜로디를 송출하기 위한 멜로디발생부를 포함하는 전

자기기 상태 표시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멜로디발생부는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타이머포트에 베이스가 연결되어 베이스에 인가되는 펄스에 따라 구동하는 트랜지스터; 및

상기 트랜지스터의 콜렉터에서 인출된 출력단에 연결되어 트랜지스터 구동에 따라 소리를 울리는 부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기 상태 표시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멜로디발생부는 상기 트랜지스터 구동펄스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 소리를 울리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자기기 상태 표시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전자기기 상태 표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ROM과 그 프로그

램이 순서대로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RAM을 구비하며,

기기상태를 나타내는 멜로디 송출을 위해, 상기 ROM의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RAM의 타이머를 일정시간으로 세팅

시켜 놓고, 세팅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상기 구동펄스의 주파수를 가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기 상태 표

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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