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5

G11B 31/00

(45) 공고일자   1994년10월22일

(11) 공고번호   특1994-0010417

(21) 출원번호 특1987-0010856 (65) 공개번호 특1989-0005736
(22) 출원일자 1987년09월29일 (43) 공개일자 1989년05월16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금성사    최근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박용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3-2 남현연립 202호
(74) 대리인 김용인, 심창섭

심사관 :    이상찬 (책자공보 제3796호)

(54) TV/라디오의 방송 프로그램 검출 및 채널선택 자동튜닝과 VCR 녹화시 테이프 관리회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TV/라디오의 방송 프로그램 검출 및 채널선택 자동튜닝과 VCR 녹화시 테이프 관리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체 블록구성도.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TV세트운영 동작설명도.

제 3 도는 제 4 도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동작순서도.

제 5 도는 일반적인 방송신호도.

제 6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신호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채널신호 검출부            2 :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

3 : 채널 디스플레이부         4 : 디스플레이부

5 : 자동튜닝부                   6 : VCR 녹화제어부

7 : TV                             8 : VC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출하여  TV나  오디오  라디오의  어느  일부분에  그  내용을 디스플
레이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채널로  자동튜닝되거나  긴  프로그램의  녹화시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방송등은  녹화되지  않게  하여  방송채널의  관리나  녹화테이프의  경제적인  이용 
및  현대의  엔트로피(불필요한  동작이나  대화  및  정보로  인한  불안정도)를  감소시키는데 적당하도록
한  TV/라디오의  프로그램  내용의  검출  및  원하는  채널의  자동튜닝과  VCR  녹화시  테이프  관리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송국에서  발사되는  방송수신기(TV,  라디오등)의  안테나(ANT)에서  수신되는  신호는  제 
5 도와 같이 수신된다.

즉,  일  수평구간마다  한  번씩  수평동기  신호가  발생하고,  수행동기  신호를  중심으로  칼라버스트 신
호와  영상신호(색신호+휘도신호)가  차례로  발생하여  수신됨이  반복된다.  여기서  칼라버스트  신호는 
칼라신호 정보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방송국(채널)마다  안테나에  수신되는  방송신호의  포맷이  동일하고,  단지 채널(방송
국)에  따라  방송주파수  및  색신호와  휘도신호가  서로  다르게  수신된다.  결국,  채널별로 방송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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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방송국)을  선택하면  선택된  채널의  방송주파수만 선택적으
로  수신되고  복근  및  증폭,  신호처리되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TV  또는 라
디오방송을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방송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어느  한  채널을  고정시켜  시청하거나 청
취시  다른  채널의  더  좋은  내용을  놓칠  염려가  있었으며  또한,  사용자가  싫은  방송을  피하기  위해 
채널을  이러저리  돌려야만  하는불편이  있었고,  영화와  같이  긴  프로그램의  녹화시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등을 피할 수 없으므로 채널의 관리나 녹화시 많은 문제점이있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결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을  그  특성별로 
검출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메모리된  신호에  의해  채널을  자동튜닝  되도록  하며 
동시에  VCR로  녹화시  다른  특성의  신호가  입력될  때  VCR의  테이프를  제어녹화  정지  또는 녹화재개하
고,  방송  프로그램을  검출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채널로  자동튜닝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하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각  방송국에서  방송신호를  발사할  때  기존의  포맷과  다르게  발사되어야  한다.  즉,  각 방송국
에서  발사되어  수신기의  안테나에  수신되는  방송신호가  제  6  도와  같이  일  수평구간마다  발생되는 
수평동기  신호가  있고,  이와  같은  수평동기  신호를  중심으로  다음에  색정보신호인  칼라버스트 신호
와  파이럿트(pilot)신호,  그리고  영상신호(색신호+휘도신호)가  차례로  위치함이  반복되도록 방송신
호를 구사한다.

둘째,  이와  같은  포맷을  갖는  방송신호의  주파수는  각  채널(방송국)마다  다르게  방송하지만, 파이럿
트 신호는 방송내용 정보신호로써, 각 채널마다 공통으로 일정기준을 갖도록 방송한다.

예를  들면  방송내용이  영화류인  경우는  1MHz를  2개  정도,  쇼유(show)류인  경우는  1.5MHz를  2개 
정도,  뉴스(news)류인  경우는  2MHz  2개  정도,  드라마류인  경우는  2.5MHz를  2개  정도  실어서 방송내
용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유럽의  방송방식은  파이럿트  신호를  실어서  방송하고  있다고 알
고 있다.

상기와  같은  두가지의  전제조건(각  채널마다  방송주파수는  다르더라도  방송내용별로  코드화한 파이
럿트  신호를  실어서  방송함)으로  각  방송국에서  방송한다고  가정하고  본  발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체  블록구성도로서,  방송국  전파들을  안테나를  통해  받아  각  프로그램 
내용을  파이럿트  신호에  의해  특성별(예  :  영화,  뉴스,  드라마,  쇼우,  광고…,)로  검출하며  상기 전
파를  TV(7)의  고주파  증폭회로에  인가하는  채널  신호  검출부(1)와,  상기  채널  신호  검출부(1)의 특
성별  신호를  받아  이미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메모리된  내용에  의하여  각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
정하는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2)와,  상기  채널  신호  검출부(1)와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2)의 신
호를  받아  디스플레이부(4)가  우선순위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도록 디스플레이부(4)
에  신호를  인가하며  제일  우선할  수  있는  외부신호(리모콘)를  받아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2)에 인
가하는  채널  디스플레이부(3)와,  상기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2)의  신호를  받아  우선순위별로 튜닝
하여  TV(7)의  국부발진기에  신호를  인가하는  자동튜닝부(5)와,  녹화시  상기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
(2)의  신호를  받아  사용자가  선택한  한  종류의  프로그램만  녹화하도록  VCR(8)의  모터구동부를 제어
하는 VCR 녹화제어부(6)로 구성된다.

단,  TV(7)와  VCR(8)은  통상의  구성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예를들어 
[표 1]과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1]과  같이 현재 각 채널의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이 제 6  도와 같이 파이럿트 신호가 실려서 각각 
방송,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  채널신호  검출부(1)에서  각  채널별로  방송되고  있는  내용을  [표  1]과 
같이 검출해낸다.

그리고,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2)에는  사용자가  정한  튜닝  우선순위가  [표  2]에서와  같이  있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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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TV(7)을  온(ON)시키면  TV(7)는  각  부(1∼5)에  의해  채널  2를  먼저  선택하여 
시청자가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다가  이  영화의  1부가  끝나고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  파이럿트  신호가  영화류가  아니고  광고류의 
주파수를  싣고  있으므로  이를  채널신호  검출부(1)가  감지하여  TV는  채널  4로  자동튜닝  조절되어 시
청자가 쇼우를 보게 되고, 채널 2의 광고가 끝나 영화 2부가 시작될 때에는 채널 4는 채널 2로 다시 
자동튜닝되어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채널  2의  영화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2)의  우선순위에  의해  채널을 
다시  채널  4로  자동튜닝되어  쇼유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영화를 녹화하도
록  하였을때,  파이럿트  신호가  영화류가  아니면  녹화하지  않도록  하므로  영화녹화중  광고가 시작되
어  채널  4로  옮겨져  쇼우가  시청되더라도  쇼우는  녹화가  되지  않도록  했다가  채널  2의  영화로  다시 
튜닝되면 녹화를 재개한다.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TV  세트운영  동작설명도를  나타낸  것으로,  프로그램  특성 메모
리부(2)에  메모리되어  있는  초기  상황(가)(나)과  현재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상황(다)을 나타내
고 있으며 이에 따른 TV의 외형도를 (라) 나타내고 있다.

제 3  도와 제 4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동작순서도로서,  먼저 제 3  도와 같이 시청시,  항상 
공급되는  전원을  받아  전  채널의  프로그램  특성을  계속  체크하다거  TV  서브전원  공급으로  TV가 구동
되면  전  채널의  내용을  LED(Light  Emitting  Dioded)로  디스플레이하는  동시에  우선  순서대로 프로그
램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시킨다(S1∼S5).

또한,  현재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하다가  현재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음  순번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환
되고 이를 화면에 디스플레이시킨다(S6~S11).

상기와 달리 제  4  도와 같이 녹화시,  원하는 내용을 녹화도중 광고가 나오면 녹화를 정지(비디오 모
터나 테이프 정지)시키고(S1∼S4), 다시 상기 내용이 나오면 이어서 녹화한다(S5∼S9).

상기에서는 TV와 VCR의 경우만을 설명했는데 이는 음향기기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TV/라디오의  방송  프로그램  검출  및  채널선택  자동튜닝과  VCR  녹화시  테이프 
관리회로는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을  그  특성별로  검출하여  사용자의 취향
에  따라  순위별로  메모리된  신호에  의해  채널을  자동튜닝  되도록  하며,  또한  VCR로  녹화할시에는 다
른  특성의  신호가  입력될  때  VCR  테이프를  콘트롤  녹화정지  또는  녹화재개하며,  효율적인 채널관리
와  현대같이  엔트로피가  높은  사회에  사는  사용자들의  엔트로피를  낮춰주며  녹화테이프의  경제적 이
용에 큰 효과를 갖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  채널  방송신호의  파일럿트  신호를  검색하여  방송내용별로  검출하며  전파를  고주파  증폭회로에 인
가하는  채널신호  검출부(1)와,  상기  채널신호  검출부(1)의  방송내용별  신호를  받아  사용자에  의해 
메모리된  내용과  비교하여  각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2)와,  상기 
채널  신호  검출부(1)  및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2)의  신호를  받아  디스플레이부(4)가  우선순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며  가장  우선하는  외부신호르  받아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
(2)에  인가하는  채널  디스플레이부(3)와,  상기  프로그램  특성  메모리부(2)의  신호를  받아 우선순위
별로  튜닝하여  국부발진기에  튜닝신호를  인가하는  자동튜닝부(5)와,  녹화시  상기  프로그램  특성 메
모리부(2)의  신호를  받아  선택한  한  종류의  프로그램만  녹화하도록  모터구동부를  제어하는  VCR 녹화
제어부(6)를  구비하는  이루어진  TV/라디오의  방송  프로그램  검출  및  채널선택  자동튜닝과  VCR 녹화
시 테이프 관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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