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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세탁을 위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사용자
에게 단계별로 안내해주는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세탁기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를 위하여, 사용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지시사항에 따라 실행할 경우, 실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
록 안내하고, 또한 세탁기의 사용시 발생 가능한 간단한 불만사항을 사용자가 직접 점검해보고 조치해 볼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세탁 도우미의 도움으로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탁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및 사용방법을 활용할 있는 효과를 더불어 얻게 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세탁기, 세탁 도우미, 사용설명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 1 -



공개특허 특2002-0028543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세탁 도우미의 제어를 위한 구성도,

도 2a 내지 도 2d는 본 발명의 세탁기에 따른 세탁 도우미의 동작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세탁 도우미의 메뉴 구성 예시도,

도 4a 내지 도 4d는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의 '코스설명'에 따른 사용설명을 순차적으로 도시하는 동작 흐름도,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의 '버튼 설명'에 따른 사용설명을 순차적으로 도시하는 동작 흐름도,

도 6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의 '세탁 따라하기'에 따른 사용설명을 순차적으로 도시하는 동작 흐름도,

도 14 내지 도 17은 세탁 도우미 내의 '세탁 상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도,

도 18은 세탁 도우미 내의 '고장신고전에....'에 따른 사용설명을 순차적으로 도시하는 과정도,

도 19는 세탁 도우미 내의 '초기화면선택'에 따른 사용설명을 순차적으로 도시하는 동작 흐름도,

도 20은 이 외 세탁 도우미에서 제공하는 각종 표시의 사용 설명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신호입력부20 : 마이크로컨트롤러

30 : 메모리40 : LCD 표시부

50 : LCD 구동부60 : 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세탁을 위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사용자
에게 단계별로 안내해주는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사용을 위한 안내책자가 구비된다. 상기 안내책자에는 전자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
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입한 전자기기를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내책자에 기록된 사용법을 숙지해야할 필
요가 있다. 세탁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요즘 출시되고 있는 많은 전자기기들은 고성능의 마이크로컴퓨터와, 대용량이고,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저장내
용을 보관 가능한 메모리, 기타 다양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치를 구비한 전자
기기들은, 다양한 사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기기가 구비한 다양한 사용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기기의 구입시에 제공되
는 안내책자를 참조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전자기기의 구입 초기에 안내책자를 한두번 보는 정도에 
그치며, 그래서 전자기기의 사용상태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전자기기가 구비한 다양한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소비자 및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자기기가 갖고 있는 많은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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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가 안내책자를 참조해서 전자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전자기기의 가까운 곳에 안내책자를 구비해
야만 하기 때문에, 사용에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는 별도 마련된 세탁실 또는 베란다와 같은 장소에 구비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
요할 때마다 안내책자를 참조하면서 세탁기의 세탁행정을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본 발명은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전자기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및 사용방법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탁 도우미 기능을 부가한 세탁기를 제안한다. 특히, 본 발명은 별도의 안내책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요구시에 언제나 대기상태에 있도록 하는 세탁 도우미 기능을 제안한다. 즉, 본 발명은 세탁기에 구비
되고 있는 다양한 세탁방법이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탁 도우미 기능을 부가한 
세탁기를 제안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세탁기에 세탁 도우미 기능을 부가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하
는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은, 사용자의 세탁 행정을 돕기 위해서 세탁을 위
한 모든 행정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계별로 안내해주기 위한 복수개의 메뉴를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와; 상기 복수개
의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의 사용방법을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메뉴는, 세탁기 사용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지시사항에 따라 실행할 경우 실제 행정이 진행되는 메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메뉴에 의한 사용방법의 디스플레이는, 세탁기 사용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메뉴를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와; 상기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의 사용방법을 단계적으로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와; 상기 사용방법에 따라 실행할 
경우 실제 진행되는 행정을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메뉴는, 세탁기 성능을 점검하고, 조치해 볼 수 있는 메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메뉴는, 세탁기에 제공되는 모든 코스별 특징을 안내하는 메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메뉴는, 파워 공급시 표시되는 초기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기재된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은, 세탁기에 파워가 공급되었을때, 사용자 요청으로 언제든지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장치는,

사용자의 세탁 행정을 돕기 위해서 세탁을 위한 모든 행정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계별로 안내해주기 위한 복수개의 메
뉴와, 상기 복수개의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의 사용방법을 디스플레이시키는 표시수단과;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는 모든 메뉴의 사용방법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사용방법 데이터가 상기 표시수단
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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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장치의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세탁기는 세탁 도우미 기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세탁 도우미는, 코스별 특징 및 사용 가능
한 의류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는 '코스설명'; 세탁, 헹굼, 탈수, 예약, 물살, 물높이, 냉온수 등 선택된 버튼에 대한 설명
을 수행하는 '버튼 설명'; 세탁기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를 위하여, 사용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지시사항을 
따라 실행할 경우 실제 행정이 진행되는 '세탁 따라하기'; 의료 표시기호를 설명하고 세탁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
보를 알려주는 '세탁상식'; 세탁기 사용시 성능관련, 불만사항 발생시 직접 점검해보고 조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고장
신고전에...' ; 그리고 초기화면의 선택을 위한 '초기화면선택' 등등, 세탁을 위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단계
별로 안내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장치는, 세탁, 헹굼, 탈수, 예약, 물살, 물높이, 냉온수, 동작/정지, 도움말, 내마
음, 리턴, 다이얼, 파워 등등의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신호입력부(10)를 구비한다. 상기 신호입력부(10)를 통해서 선
택된 임의의 버튼은, 코드화되어 후술되는 마이크로컨트롤러(20)에 입력된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20)와 상기 신
호입력부(10)는 각 버튼에 대한 명령어를 기설정해두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신호입력부(10)의 도움말 버튼은 본 발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세탁 도우미를 동작시키기 위한 동작버튼이다. 
그리고 신호입력부(10)의 다이알 버튼은, 다이알의 회전시에 커서(역상)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이알 버튼
이 눌려져서 선택되는 경우에는 현재 커서(역상)가 위치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한 동작버튼이다.

    
본 발명의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장치는, 세탁 도우미에 포함된 다양한 메뉴들에 대한 사용 설명문을 저장하는 메모리(
30)를 구비한다. 상기 메모리(30)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각각의 사용설명문에 포함되는 문자, 숫자, 도형 등으로 이루
어진다. 그리고 상기 메모리(30)는 사용자가 '내마음 버튼'을 이용하여 세탁 행정을 임의로 설정했을때, 설정된 세탁 
행정을 보관, 저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기 메모리(30)는 마이크로컨트롤러(20)의 제어하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장치는, 세탁 도우미의 운영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롬(60)을 포함한
다. 상기 롬(60)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임의로 갱신할 수 없는 데이터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세탁 도우미의 
전체적인 제어를 위한 제어프로그램, 기타 세탁기의 동작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지 읽기만이 가
능하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롬(60)에 저장된 세탁 도우미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세탁 도우미를 진행시키며, 사
용자가 세탁도우미의 임의의 메뉴 선택시에 선택된 메뉴에 해당하는 사용설명문을 메모리(30)로부터 읽어와서 출력한
다.

따라서 본 발명의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장치는,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20)의 제어하에 출력되는 세탁도우미의 임의의 
메뉴에 대한 사용 설명문을 표시시키는 LCD 표시부(40)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LCD 표시부(40)를 구동시키는 LC
D 구동부(50)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에 따른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세탁 도우미 진행과정에 따른 동작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에 구비된 '파워버튼'을 선택하면, 신호입력부(10)로부터 마이크로컨트롤러(20)에 파워버튼
의 코드신호가 인가된다(제 100 단계).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상기 제 100 단계에서 파워버튼의 코드신호가 
입력되면, 세탁기 각 구성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어하여, 세탁을 할 수 있는 대기상태가 되도록 한다(제 10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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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03 단계의 대기상태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신호입력부(10)로부터 임의의 버튼이 입력되는지를 감
시한다. 이러한 감시동작 중에, 사용자가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 신호입력부(10)에서는 도움말 버튼에 해당하는 코
드를 마이크로컨트롤러(20)에 전송한다(제 106 단계).

상기 제 106 단계에서 도움말버튼이 입력되면, 이후 세탁 도우미가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 103 단계의 대기상
태에서 세탁 행정을 위한 임의의 버튼이 입력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그에 따른 과정을 진행시킨다.

상기 제 106 단계에서 도움말버튼 입력으로,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사용자가 현재 세탁 도우미의 진행을 요구
하는 것임을 인지한다. 이후, 롬(60)에 저장되고 있는 세탁 도우미의 운영을 위한 제어프로그램에 따라서 세탁 도우미
를 순차적으로 진행시킨다.

우선,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를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제 109 단계).

상기 제 109 단계에서 상기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LCD 표시부(40)에 표시되면, 사용자는 신호입력부(10)에 구
비된 '다이얼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록으로 커서(역상)를 이동시킨다(제 112 단계). 그리고 원하는 목록에 커서(
역상)가 위치되면, '다이얼버튼'을 눌러 해당 목록을 선택한다(제 115 단계).

상기 제 115 단계에서 세탁 도우미의 특정 목록이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로부터 선택된 목록
에 대한 사용설명문을 읽어온다(제 118 단계). 그리고 읽어온 사용설명문을 LCD 표시부(40)에 표시시켜서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제 121 단계).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는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목록에 대한 사용설명을 LCD 표시부(40) 상에 간단하면서
도 쉽게 표시시켜서 제공한다.

다음, 도 2b 내지 도 2d는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의 동작 중에 또는 세탁 행정의 진행 중에 세탁 도우미에 진입하거나 
또는 빠져나오기 위한 인터럽트 동작 흐름도이다.

도 2b는 세탁 도우미의 진행 중에 세탁 도우미 초기 메뉴로 가고자 할때, 진행되는 인터럽트이다. 즉, 도 2a에 도시되
고 있는 세탁 도우미의 임의의 동작 중에, 사용자가 '도움말 버튼'을 선택하면(제 130 단계), 현재 진행 중이던 세탁 도
우미의 단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탁 도우미 초기 메뉴로 이동한다(제 133 단계). 그리고 세탁 도우미 초기 메뉴를 L
CD 표시부(40) 상에 표시시킨다(제 136 단계).

따라서 도 2a에 도시되고 있는 세탁 도우미의 동작 중에, 사용자가 다시 한번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c는, 도 2a에 도시되고 있는 세탁 도우미의 임의의 동작 중에, 세탁 행정을 위한 초기 메뉴로 이동하고자 할때 진
행되는 인터럽트이다. 즉, 도 2a에 도시되고 있는 세탁 도우미의 임의의 동작 중에, 사용자가 '리턴버튼'을 선택하면(제 
140 단계), 현재 진행중이던 세탁 도우미의 단계가 무시되면서 세탁 도우미가 종료된다(제 143 단계). 그리고 세탁 행
정이 진행될 수 있는 대기상태 즉, 초기 세탁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146 단계).

따라서 도 2a에 도시되고 있는 세탁 도우미의 동작 중에, 사용자가 '리턴버튼'을 선택하면, 세탁 행정의 초기 메뉴로 이
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 도 2d는, 세탁이 진행되는 중에 세탁 도우미로 진입하기 위한 인터럽트이다.

사용자 요구 또는 예약 운전에 따른 세탁 행정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의 '동작/정지버튼'을 선
택하면(제 150 단계), 세탁기가 진행하던 세탁행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제 153 단계).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의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제 156 단계),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사
용자가 세탁 도우미를 요구함을 인식하고, 세탁 도우미 초기 메뉴를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제 159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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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용자가 선택된 항목에 따른 사용설명문이 LCD 표시부(40)에 표시되는 것은 도 2a에 도시된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생략한다.

즉, 도 2d는 세탁을 진행하던 사용자가 세탁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자 할때, 수행되어지는 인터럽트이다.

다음은 본 발명에 따른 세탁 도우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세탁 도우미에서 제공하는 메뉴의 예시도 이다.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는,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에 구비된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 도 3에 도시하고 있는 세탁 도
우미의 상위메뉴를 순차적으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때의 표시상태가 도 4a의 제 200 단계와 제 203 단
계이다. 즉, 도 4a의 제 200 단계가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 상태가 되고, 다음 메뉴를 보기 위해서 다이알버튼을 회
전시키면 제 203 단계가 표시된다.

다음, 도 4a 내지 도 4d는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의 '코스설명'에 따른 사용설명을 순차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우선, 사용자는 제 200 단계의 세탁 도우미 초기 메뉴가 LCD 표시부(40)에 표시된 상태에서, 다이알버튼을 회전시켜
서 커서(역상)을 '코스 설명' 목록 상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다이알버튼을 눌러서 '코스설명' 목록을 선택한다. 상기 '코
스설명' 목록이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로부터 '코스설명'에 대한 사용설명문을 읽어온다. 그리
고 읽어온 사용설명문을 LCD 표시부(40) 상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해서 표시된 상태가 도 4a의 제 206 단계이다.

    
다음, 사용자는 제 206 단계에서 지시하는 것과 같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고, 사용설명문을 얻기 위한 동작을 수행한
다. 즉, 다이알버튼을 회전시켜서 원하는 코스 목록(표준) 상에 커서(역상)을 위치시키고(제 209 단계), 다이알버튼을 
눌러서 '표준'목록을 선택한다. 상기 '표준' 코스목록이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로부터 '표준'에 
대한 사용설명문을 읽어온다. 그리고 읽어온 사용설명문을 LCD 표시부(40) 상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해서 표시된 상
태가 도 4a의 제 212 단계이다.
    

만일, 사용자가 사용설명문을 얻기 원하는 코스항목이 '표준'이 아니고 '강력'일때, 사용자는 계속해서 다이알버튼을 회
전시켜서 '강력' 목록 상에 커서(역상)을 위치시킨다(제 215 단계). 그리고 다이알버튼을 눌러서 '강력' 목록을 선택한
다. 상기 '강력'목록이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로부터 '강력'에 대한 사용설명문을 읽어온다. 그
리고 읽어온 사용설명문을 LCD 표시부(40) 상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해서 표시된 상태가 도 4a의 제 218 단계이다.

상기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코스 설명'에 포함되고 있는, 적은때, 이불, 울, 조용조용, 불림, 급수헹굼, 내마음, 유
아복, 수건, 청바지, 등등에 관한 모든 사용설명이 선택적으로 표시되어진다(제 221 단계 내지 제 278 단계).

그리고 이 외에도 '코스 설명'에 대한 항목은 추가로 구비가 가능하다. 즉, 제 281 단계에서와 같이 란제리 코스, 제 2
84 단계에서와 같이 헹굼 + 탈수코스, 제 287 단계에서와 같이 강력헹굼코스 등이 선택적으로 표시된다. 즉, 도 4a 내
지 도 4d는 세탁기에 구비된 각종 코스에 대한 특징, 사용 가능한 의류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한 세탁 도우미의 '코스 설명' 항목으로부터 원하는 코스에 대한 사용설명이 표시되어져 사용자에
게 제공되어진 후, 사용자는 세탁 도우미의 '코스 설명' 항목으로부터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즉, 다음 항목에 따른 사용
설명을 보기 위해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로 진입하거나 또는 참조한 사용설명에 따라서 세탁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
서 코스 초기 메뉴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세탁 도우미의 '코스 설명' 항목에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로 진입하고자 할때는 도움말 버튼을 
누른다. 이때의 동작으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LCD 표시부(40) 상에 표시되어진다. 또한, 상기와 같은 세탁 도
우미의 '코스 설명' 항목에서 세탁 행정을 진행하기 위한 코스 초기 메뉴로 진입하고자 할때는 리턴 버튼을 누른다. 이
때의 동작으로 세탁 도우미가 종료되면서 세탁을 위한 대기상태 즉, 코스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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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의 '버튼 설명'에 따른 사용설명을 순차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탁 도우미의 '버튼 설명'에 대한 사용설명을 보고자 할때, 현재 세탁 도우미의 진행상태인 경우에는 도움말 
버튼을 한번 더 눌러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제 300 단계)를 디스플레이시킨다. 또한, 세탁 중에 사용자가 세탁 도
우미의 '버튼 설명'에 대한 사용설명을 보고자 할때, 동작/정지버튼과 도움말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서 세탁 행정을 일
시 정지시킨후,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제 300 단계)를 디스플레이시킨다.

이와 같이 제 300 단계에 의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LCD 표시부(40)에 표시된 상태에서, 다이알버튼을 회전시
켜서 커서(역상)을 '버튼 설명' 목록 상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다이알버튼을 눌러서 '버튼 설명' 목록을 선택한다. 상기 '
버튼 설명' 목록이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로부터 '버튼 설명'에 대한 사용설명문을 읽어온다. 
그리고 읽어온 사용설명문을 LCD 표시부(40) 상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해서 표시된 상태가 도 5a의 제 303 단계이다.

다음, 사용자는 제 303 단계에서 지시하는 것과 같이 해당버튼를 누르고, 사용설명문을 얻기 위한 동작을 수행한다.

제 306 단계는, 사용자가 세탁 버튼을 눌렀을때, LCD 표시부(40)에 표시되는 사용 설명문이다. 이때의 사용 설명문도, 
마이크로프로세서(20)에서 사용자가 '세탁버튼'에 대한 사용 설명문을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메모리(30)로부터 '세탁
버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제 309 단계는 사용자가 헹굼 버튼을 눌렀을때, LCD 표시부(40)에 표시되는 사용 설명문이다. 이때의 사용 설명문도, 
마이크로프로세서(20)에서 사용자가 '헹굼버튼'에 대한 사용 설명문을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메모리(30)로부터 '헹굼
버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세탁 도우미의 '버튼설명'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는 가운데, 탈수버튼, 물살버튼, 물높이버튼, 냉온
수버튼, 동작/정지버튼, 예약버튼, 도움말버튼, 내마음버튼, 리턴버튼 등에 대한 사용설명문이 선택적으로 메모리(30)
로부터 읽혀져서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제 312 단계 내지 제 336 단계).

즉, 도 5a, 도 5b는 세탁기에 구비되고 있는 각 버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다.

다음, 도 6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의 '세탁 따라하기'에 따른 사용설명을 순차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탁 도우미의 '세탁 따라하기'에 대한 사용설명을 보고자 할때, 또는 '세탁 따라하기'의 내용을 따라서 세탁을 
진행시키고자 할때, 현재 세탁 도우미의 진행상태인 경우에는 도움말 버튼을 한번 더 눌러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
(제 400 단계)를 디스플레이시킨다. 또한, 세탁 중에 사용자가 세탁 도우미의 '세탁 따라하기'를 보고자 할때, 동작/정
지버튼과 도움말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서 세탁 행정을 일시 정지시킨후,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제 400 단계)를 디
스플레이시킨다.
    

이와 같이 제 400 단계에 의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LCD 표시부(40)에 표시된 상태에서, 다이알버튼을 회전시
켜서 커서(역상)을 '세탁 따라하기' 목록 상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다이알버튼을 눌러서 '세탁 따라하기' 목록을 선택한
다. 상기 '세탁 따라하기' 목록이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세탁 따라하기'의 하위메뉴를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제 402 단계).

상기 '세탁 따라하기'는 도 3에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스대로 세탁하기, 세탁만하기, 헹굼만 하기, 탈수만 하기, 
헹굼 + 탈수하기, 예약세탁 하기, 불림세탁 하기, 급수헹굼 하기로 세분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제 402 단계에 도시되고 있는 세탁 따라하기의 하위메뉴 중에서 다이알버튼을 회전시켜서 원하는 항
목에 커서(역상)를 위치시키고, 다이알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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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탁 따라하기'의 첫번째 항목으로 '코스대로 세탁하기'가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에 저
장되고 있는 '코스대로 세탁하기'에 대한사용설명문을 읽어온다. 그리고 읽어온 사용설명문을 LCD 표시부(40) 상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해서 표시된 상태가 도 6a의 제 404 단계이다.

다음, 사용자는 제 404 단계에서 지시하는 것과 같이 다이알 버튼를 회전시켜서, 원하는 코스 항목을 선택한다. 즉, 다
이알을 회전시키면, 코스 초기 메뉴인 제 408 단계가 LCD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된다. 이때의 항목들 중에서 사용
자는 다이알 버튼을 회전시켜서 원하는 코스항목(조용조용)으로 커서(역상)를 이동시키고, 다이알 버튼을 눌러서 '조
용조용' 코스항목을 선택한다.

상기 제 408 단계에서 '코스대로 세탁하기' 내에서 '조용조용' 코스가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세탁 따라하
기' - '코스대로 세탁하기' - '조용조용'이 선택됨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설명문을 메모리(30)로부터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렇게해서 표시된 설명문이 제 410 단계이다.

이후, 사용자는 제 410 단계에서 LCD 표시부(40)에 표시한 설명문에 따라서 '조용조용' 세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작
버튼을 누른다.

만일, 상기까지의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사용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코스가 '세탁 따라하기' - '코스대로 세탁하기' - '
조용조용'이 아닌 경우, 사용자는 도움말 버튼을 선택한다. 상기 도움말 버튼의 선택은, 세탁 도우미의 어느 단계에서도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
뉴로 이동하여,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를 LCD 표시부(40)에 디스플레이시킨다. 이때의 과정이 제 412 단계이다.

상기 제 412 단계에서 사용자는 다이알 버튼을 이용하여,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에서 '세탁 따라하기'의 항목을 선택
하고, 제 414 단계에서 다이알 버튼을 이용하여 '세탁 따라하기'의 세부항목 중에서 '세탁만 하기'의 항목을 선택한다.

상기 제 414 단계에서 '세탁 따라하기' - '세탁만 하기'가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로부터 '세탁
만 하기'에 대한 사용설명을 읽어오고, 읽어온 사용설명을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표시된 것이 제 41
6 단계이다.

이후, 사용자는 상기 제 416 단계에서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세탁버튼을 누른후, 세탁 시간을 선택하고, 그리고 동작버
튼을 눌러서 '세탁 따라하기' 내의 '세탁만 하기'를 수행한다(제 418 단계, 제 420 단계).

다음, 도 8은 '세탁 따라하기'의 '헹굼만 하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다.

즉, 도움말버튼의 선택으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를 표시시키고(제 422 단계), 다이알 버튼의 회전과 선택으로, '세
탁 따라하기' 내의 '헹굼만 하기'를 선택한다(제 424 단계).

상기 제 424 단계에서 '헹굼만 하기'가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로러(20)는 메모리(30) 내의 헹굼만 하기에 대한 사용
설명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표시된 것을 제 426 단계에 표시하고 있다.

이후, 사용자는 제 426 단계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헹굼버튼을 선택하고, 헹굼횟수를 선택한 후, 동작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헹굼만 하기에 대한 동작을 진행시킨다(제 428 단계, 제 430 단계).

다음, 도 9는 '세탁 따라하기'의 '탈수만 하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다.

즉, 도움말버튼의 선택으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를 표시시키고(제 432 단계), 다이알 버튼의 회전과 선택으로, '세
탁 따라하기' 내의 '탈수만 하기'를 선택한다(제 434 단계).

상기 제 434 단계에서 '탈수만 하기'가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 내의 탈수만 하기에 대한 사용
설명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표시된 것을 제 436 단계에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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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용자는 제 436 단계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탈수버튼을 선택하고, 탈수시간을 선택한 후, 동작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탈수만 하기에 대한 동작을 진행시킨다(제 438 단계, 제 440 단계).

다음, 도 10은, '세탁 따라하기'의 '헹굼+탈수만 하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다.

즉, 도움말버튼의 선택으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를 표시시키고(제 442 단계), 다이알 버튼의 회전과 선택으로, '세
탁 따라하기' 내의 '헹굼 + 탈수만 하기'를 선택한다(제 444 단계, 제 446 단계).

상기 제 446 단계에서 '헹굼+탈수만 하기'가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로러(20)는 메모리(30) 내의 헹굼+탈수만 하기
에 대한 사용설명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표시된 것을 제 448 단계에 표시하고 있다.

이후, 사용자는 제 448 단계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헹굼버튼을 선택하고, 헹굼횟수를 선택한다(제 450 단계). 상기 
제 450 단계에서 사용자가 헹굼횟수를 선택하면, 선택된 것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다음 동작에 대한 명령문이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제 452 단계).

이후, 사용자는 제 452 단계에서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탈수버튼과 탈수시간을 누르면(제 454 단계), 사용자가 선택한 
헹굼 횟수, 탈수 시간, 그리고 동작버튼을 누르면 '헹굼 + 탈수만 하기'의 동작이 진행됨을 알리는 사용설명문이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제 456 단계).

다음, 도 11은, '세탁 따라하기'의 '예약세탁 하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다.

즉, 도움말버튼의 선택으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를 표시시키고(제 458 단계), 다이알 버튼의 회전과 선택으로, '세
탁 따라하기' 내의 '예약 세탁 하기'를 선택한다(제 460 단계, 제 462 단계).

상기 제 462 단계에서 '예약세탁 하기'가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 내의 예약세탁 하기에 대한 
사용설명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표시된 것을 제 464 단계에 표시하고 있다.

이후, 사용자는 제 464 단계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예약세탁하기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다(제 466 단계). 상기 제 4
66 단계에서 코스가 선택되면, 선택된 코스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다음 동작에 대한 명령문이 LCD 표시부(40)에 표
시된다(제 468 단계).

이후, 사용자는 제 468 단계에서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예약버튼과 예약시간을 누르면, 선택된 예약코스 및 예약시간에 
대한 내용이 표시된다(제 470 단계). 그리고 선택된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동작버튼을 누르면 '예약세탁하기'

의 동작이 진행됨을 알리는 사용설명문이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제 472 단계).

다음, 도 12는 '세탁 따라하기'의 '불림세탁 하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다.

즉, 도움말버튼의 선택으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를 표시시키고(제 474단계), 다이알 버튼의 회전과 선택으로, '세
탁 따라하기' 내의 '불림 세탁 하기'를 선택한다(제 476 단계, 제 478 단계).

상기 제 478단계에서 '불림세탁 하기'가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 내의 불림세탁 하기에 대한 
사용설명 및 지시사항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표시된 것을 제 480 단계에 표시하고 있다.

이후, 사용자는 제 480 단계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불림세탁하기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다(제 482 단계). 상기 제 4
82 단계에서 코스가 선택되면, 선택된 코스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다음 동작에 대한 명령문이 LCD 표시부(40)에 표
시된다(제 484 단계). 이후, 사용자의 동작버튼 선택으로, 불림 세탁이 진행된다(제 486 단계).

다음, 도 13은 '세탁 따라하기'의 '급수헹굼 하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다.

즉, 도움말버튼의 선택으로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를 표시시키고(제 488 단계), 다이알 버튼의 회전과 선택으로, '세
탁 따라하기' 내의 '급수헹굼하기'를 선택한다(제 490 단계, 제 49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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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491 단계에서 '급수헹굼하기'가 선택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메모리(30) 내의 급수헹굼하기에 대한 사
용설명 및 지시사항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이렇게 표시된 것을 제 492 단계에 표시하고 있다.

이후, 사용자는 제 492 단계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급수헹굼하기를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다(제 493 단계). 상기 제 
493 단계에서와 같이 하나의 코스인 '이불코스'가 선택되면, 선택된 코스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다음 동작에 대한 사
용설명문이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제 494 단계).

상기 제 494 단계에서는 물높이버튼 선택에 따른 물높이의 선택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제 495 단계에서 
물높이를 선택하고, 제 496 단계는 선택된 코스 및 물높이가 선택됨에 따른 확인과 함께 다음 진행사항에 대한 사용설
명문이 표시된다.

상기 제 496 단계에서 지시항 사항에 따라서 '급수헹굼횟수'가 선택되면(제 497 단계), 제 498 단계에서는 최종적으
로, 급수헹굼하기에 따른 선택된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동작버튼을 누르면 '급수헹굼하기'의 동작이 진행됨을 
알리는 사용설명문이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

즉, 도 6 내지 도 13에 이르는 과정들은, 세탁 도우미 내의 '세탁 따라하기'를 따른 동작과정들로, 세탁기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를 위하여, 사용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지시사항을 알려주며, 알려준 지시사항에 따라 실행할 경우 
실제 세탁 행정이 진행되는 안내 가이드이다.

다음 도 14 내지 도 17은 세탁 도우미 내의 '세탁 상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도이다.

도 14는, 세탁 도우미 내의 '세탁 상식' 중에서도 하위 메뉴인 '얼룩제거방법'에 관한 설명 과정도이다.

우선, 신호입력부(10)의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500 단계). 상기 제 
500 단계에 의한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 상태에서 다이알버튼을 회전시켜서 '세탁 상식'에 커서(역상)를 위치시키
고, 다이알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해서 '세탁 상식'이 선택되어진다.

세탁 도우미의 '세탁 상식'이 선택되면, LCD 표시부(40)에는 '세탁 상식'의 하위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502 단계). 
따라서 제 504 단계는 상기 '세탁 상식' 하위메뉴 중에서 첫번째 메뉴인 '얼룩제거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즉, '얼룩제거방법'에서는 얼룩 종류에 따른 각각의 제거방법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하는 얼룩종류에 대
한 사용설명이 LCD 표시부(40)에 표시되기까지 다이알버튼을 회전시키고,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사용자의 다이알 
회전에 따라서 메모리(30)에 저장되고 있는 '얼룩제거방법'에 대한 사용설명문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
킨다. 따라서 제 504 단계 내지 518 단계는, 세탁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얼룩종류 및 각 얼룩의 제거방법에 따른 사용설
명이다.
    

다음, 도 15는 세탁 도우미 내의 '세탁 상식' 중에서도 하위 메뉴인 '세탁표시 보는 법'에 관한 설명 과정도이다.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의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520 단계). 상기 
제 520 단계에 의한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 상태에서 다이알버튼을 회전시켜서 '세탁 상식'에 커서(역상)를 위치
시키고, 다이알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해서 '세탁 상식'이 선택되어진다.

세탁 도우미의 '세탁 상식'이 선택되면, LCD 표시부(40)에는 '세탁 상식'의 하위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522 단계). 
따라서 제 522 단계는 상기 '세탁 상식' 하위메뉴 중에서 두번째 메뉴인 '세탁표시 보는 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즉, '세탁표시 보는 법'에서는 의류 표시기호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고 있다.따라서 사용자는 원하는 의류표시기호에 대
한 사용설명이 LCD 표시부(40)에 표시되기까지 다이알버튼을 회전시키고,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사용자의 다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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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에 따라서 메모리(30)에 저장되고 있는 '세탁표시 보는 법'에 대한 사용설명문을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
시시킨다. 따라서 제 524 단계 내지 550 단계는, 세탁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표시기호에 대한 사용설명이다. 상기
에서 제공하는 의료표시기호는, 다이알버튼의 회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
    

다음, 도 16은, 세탁 도우미 내의 '세탁 상식' 중에서도 하위 메뉴인 '세탁전 확인사항'에 관한 설명 과정도이다.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의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556 단계). 상기 
제 556 단계에 의한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 상태에서 다이알버튼을 회전시켜서 '세탁 상식'에 커서(역상)를 위치
시키고, 다이알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해서 '세탁 상식'이 선택되어진다.

세탁 도우미의 '세탁 상식'이 선택되면, LCD 표시부(40)에는 '세탁 상식'의 하위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558 단계). 
따라서 제 558 단계는 상기 '세탁 상식' 하위메뉴 중에서 세번째 메뉴인 '세탁 전 확인사항'을 선택한 경우이다.

상기 '세탁 전 확인사항'에서는 물세탁 가능한 의류인지 확인, 색깔있는 의류와 흰 의류를 구분하여 세탁 하라는 등의 
사용자가 세탁물을 넣고 세탁을 하기 전에 세탁물에 대한 구분과 가능여부 등에 따른 사용 설명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LCD 표시부(40)에 표시되고 있는 '세탁 전 확인사항'을 다이알버튼을 회전시키면서 확인한다.

그리고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사용자의 다이알 회전에 따라서 메모리(30)에 저장되고 있는 '세탁 전 확인사항'에 대
한 사용설명문을 순차적으로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따라서 제 560 단계 내지 574 단계는, 세탁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탁 전 확인사항에 대한 사용설명이다. 상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세탁 전 확인사항은, 다이알버튼
의 회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

다음, 도 17은, 세탁 도우미 내의 '세탁 상식' 중에서도 하위 메뉴인 '세제, 유연제, 표백제'에 관한 설명 과정도이다.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의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576 단계). 상기 
제 576 단계에 의한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 상태에서 다이알버튼을 회전시켜서 '세탁 상식'에 커서(역상)를 위치
시키고, 다이알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해서 '세탁 상식'이 선택되어진다.

세탁 도우미의 '세탁 상식'이 선택되면, LCD 표시부(40)에는 '세탁 상식'의 하위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578 단계). 
따라서 제 578 단계는 상기 '세탁 상식' 하위메뉴 중에서 네번째 메뉴인 '세제, 유연제, 표백제'를 선택한 경우이다.

상기 '세제, 유연제, 표백제'에서는 세제, 유연제, 표백제의 사용법 및 사용량 등에 따른 사용 설명이다. 따라서 사용자
는 LCD 표시부(40)에 표시되고 있는 '세테, 유연제, 표백제'를 다이알버튼을 회전시키면서 원하는 항목의 사항을 확인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사용자의 다이알 회전에 따라서 메모리(30)에 저장되고 있는 '세제, 유연제, 표백제'

에 대한 사용설명문을 순차적으로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따라서 제 580 단계 내지 584 단계는, 세
탁 도우미에서 제공하는 '세제, 유연제, 표백제'에 대한 사용설명이다. 상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세제, 유연제, 표백제'에 
대한 사용설명은, 다이알버튼의 회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

즉, 도 14 내지 도 17은, 세탁시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과정이다.

다음, 도 18은 세탁 도우미 내의 '고장신고전에...'에 따른 동작 설명 과정도이다.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의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600 단계). 상기 
제 600 단계에 의한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 상태에서 다이알버튼을 회전시켜서 '고장신고전에.....'에 커서(역상)를 
위치시키고, 다이알 버튼을 누르는 것에 의해서 '고장신고전에....'가 선택되어진다.

세탁 도우미의 '고장신고전에'가 선택되면, LCD 표시부(40)에는 '고장신고전에...'의 하위메뉴가 디스플레이 된다(제 
604 단계). 따라서 제 604단계, 제 608 단계, 제 612 단계는 세탁기의 사용 중 발생된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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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604 단계는, '소음, 진동 발생시'가 선택된 경우를 나타내며, 제 606 단계는 상기 '소음, 진동 발생시'에 대해 
LCD 표시부(40)에 표시되는 사용 설명문이다.

상기 제 608 단계는, '세탁물 수축, 엉킴시'가 선택된 경우를 나타내며, 제 610 단계는 상기 '세탁물 수축, 엉킴시'에 대
해 LCD 표시부(40)에 표시되는 사용 설명문이다.

상기 제 612 단계는, '보푸라기 발생시'가 선택된 경우를 나타내며, 제 614 단계는 상기 '보푸라기 발생시'에 대해 LC
D 표시부(40)에 표시되는 사용 설명문이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사용자의 다이알 회전에 따라서 메모리(30)에 저장되고 있는 '고장신고전에....'에 대한 
사용설명문을 순차적으로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표시시킨다. 따라서 제 604 단계 내지 614 단계는, 세탁 도우
미에서 제공하는 '고장신고전에....'에 대한 사용설명이다. 상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고장신고전에'에 대한 각 사용설명
은, 다이알버튼의 회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LCD 표시부(40)에 표시된다.

즉, 도 18은, 세탁기 사용시 성능관련하여, 불만사항이 발생되면 직접 점검해 보고, 조치해 볼 수 있도록 점검상태를 안
내하는 과정이다.

다음, 도 19는 세탁 도우미 내의 '초기화면선택'에 따른 사용설명을 순차적으로 도시하는 동작 흐름도이다.

세탁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의 파워버튼을 선택하면, 파워버튼에 대한 코드신호가 마
이크로컨트롤러(20)에 입력된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파워 신호에 의해서 사용자가 세탁기를 사용하기 위한 
동작을 인식하고, 세탁기 내의 각 구성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세탁이 진행될 수 있는 대기상태를 메모리(30)로부터 읽어와서 LCD 표시부(4
0)에 표시시킨다. 통상, 이 경우에는 세탁 행정이 진행될 수 있는 코스 초기 메뉴가 LCD 표시부(40)에 표시되거나, 세
탁기의 특성이 함축된 로고 및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의 데이터가 표시된다.

이와 같이, 코스 초기 메뉴가 LCD 표시부(40)에 표시된 상태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다음 동작을 위한 신호입
력이 있는지를 감시한다.

그리고 이때, 사용자가 신호입력부(10)에 구비된 '도움말버튼'을 선택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사용자가 세탁 도
우미의 선택을 인식하고, 메모리(30)로부터 세탁 도우미의 초기화면데이터를 읽어와서 LCD 표시부(40)에 세탁 도우
미의 초기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 한다. 이때, LCD 표시부(40)에 표시된 상태를 도 19의 제 700 단계에 도시하고 있
다.

도 19의 제 700 단계에서와 같이, 세탁 도우미의 초기 메뉴가 디스플레이 된 상태에서, 사용자는 신호입력부(10)의 다
이알버튼을 회전시켜서 '초기화면선택' 항목으로 커서(역상)를 이동시킨다. 이와 같이 세탁 도우미의 '초기화면선택' 상
에 커서(역상)이 위치하고 있는 LCD 표시부(40)의 상태를 도 19의 제 702 단계에 도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이알버튼
을 눌러서 '초기화면선택'을 선택한다.

    
도 19의 제 702 단계에서와 같이, 세탁 도우미의 '초기화면선택'이 선택되면, 사용자는 동화상과 세탁전 주의사항을 표
시할 것인지(도 19의 제 704 단계), 또는 동화상과 세탁전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도 19의 제 706 단계)를 
선택한다. 즉, 사용자는 다이알버튼을 회전시켜서 원하는 항목에 커서(역상)을 위치시키고, 다이알버튼을 눌러서 원하
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이때의 설정값에 의해서 이후 세탁기에 파워가 공급된 직후
의 LCD 표시부(40)의 표시상태를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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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제 704 단계에서 사용자가 '표시함'을 선택한 경우, 이후, 세탁기에 초기 전원이 공급된 직후에, 마이크로컨트
롤러(20)는 LCD 표시부(40) 상에 동화상 및 주의사항의 표시를 위한 제어를 우선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제 706 단
계에서 사용자가 '표시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 이후, 세탁기에 초기 전원이 공급된 직후에,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LCD 표시부(40) 상에 세탁 행정의 진행을 위한 코스 초기 메뉴 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제어를 우선 수행한다.

상기 제 704 단계에 의한 설정은, 다음 세탁기 전원을 온시켰을때, 동화상과 세탁전 주의사항을 표시한 후, 초기 코스 
메뉴화면의 표시로 진행되거나 또는 다음 세탁기 전원을 온시켰을때, 동화상과 세탁전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즉시 
초기 코스 메뉴화면의 표시로 진행되는 차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상기 제 704 단계에서 사용자가 '표시함'을 선택했을때,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전원이 공급된 직후 LCD 표
시부(40)에 제 708 단계와 같은 동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한다.

그리고 동화상이 표시되면, 다음 단계로서 제 710 단계와 같은'세탁전 주의사항'을 표시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한다.

상기 단계까지의 진행이 이루어지면,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제 712 단계와 같은 세탁 행정의 진행을 위한 초기 코스 
메뉴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를 진행한다.

이후, 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코스가 선택되어지면, 동작버튼의 입력을 시작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세탁, 헹굼, 탈수 행
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상기 제 706 단계에서 사용자가 '표시하지 않음'을 선택했을때, 마이크로컨트롤러(20)는 다음부터 세탁기 전원
을 켤때, 파워공급과 동시에 LCD 표시부(40) 상에 세탁 행정의 진행을 위한 초기 코스 메뉴 화면을 표시시킨다. 즉, 파
워가 공급된 직후, 제 712 단계를 시작단계로 설정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앞서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선택한 코스에 따라서 동작버튼의 입력을 시작으로, 세탁, 헹굼, 
탈수 행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즉, 도 19는, 세탁기 전원을 온시켰을때, 자동으로 세탁기의 LCD 표시부(40)에 표시되는 동영상 및 세탁을 하기 전 주
의해야할 사항의 표시여부를 사용자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상기 동영상(Animation)은, 본 세탁기의 특징을 동
영상화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화면의 설정은, 사용자가 매번 세탁기 전원을 온시킬때마다 동일한 동영상과 주의사항
이 표시되므로 인해서 세탁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해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반복으
로 오는 지겨움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세탁대기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또는 지겨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 세탁기의 전원공급시의 초기화면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본 발명의 세탁 도우미는, 도 2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각종 표시의 사용 설명도를 제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세탁기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를 위하여, 사용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지시사항에 따라 실행할 경우, 실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술적 사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세탁기 사용시 성능관련하여 불만사항이 발생되면 사용자가 직접 점검해 보고 조치해 볼 수 있
도록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 사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세탁시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와, 세탁기에서 제공하는 각종 코스별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사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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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세탁기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를 위하여, 세탁기 자체에 부가된 세탁 도우미의 기능으로 사용방법을 
알려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세탁시에 참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 종래와 같
이 안내책자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세탁기의 사용방법 외에도 세탁시 도움이 되는 간단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또한 세탁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직접 점검해볼 수 있는 기능을 세탁 도우미에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세탁기의 사용시 발생 가능한 
간단한 불만사항을 사용자가 직접 점검해보고 조치해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본 발명은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탁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및 사용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탁 도우미가 사용자 요구시에 언제나 대기상태에 있으므로서,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
움이 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세탁 행정을 돕기 위해서 세탁을 위한 모든 행정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계별로 안내해주기 위한 복수개의 메
뉴를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와;

상기 복수개의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의 사용방법을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뉴는, 세탁기 사용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지시사항에 따라 실행할 경우 실제 행정이 진행되는 메뉴를 포함
하여 구성되는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뉴에 의한 사용방법의 디스플레이는,

세탁기 사용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메뉴를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와;

상기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의 사용방법을 단계적으로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와;

상기 사용방법에 따라 실행할 경우 실제 진행되는 행정을 디스플레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세탁기 사용설
명 표시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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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뉴는, 세탁기 성능을 점검하고, 조치해 볼 수 있는 메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뉴는, 세탁기에 제공되는 모든 코스별 특징을 안내하는 메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뉴는, 파워 공급시 표시되는 초기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항 내지 제 6 항에 기재된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은, 세탁기에 파워가 공급되었을때, 사용자 요청으로 언
제든지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 사용설명 표시방법.

청구항 8.

사용자의 세탁 행정을 돕기 위해서 세탁을 위한 모든 행정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계별로 안내해주기 위한 복수개의 메
뉴와, 상기 복수개의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의 사용방법을 디스플레이시키는 표시수단과;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되는 모든 메뉴의 사용방법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사용방법 데이터가 상기 표시수단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세탁기 사용방법 표시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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