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Guide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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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방송 수신 길라잡이 실행.
-

안드로이드 OS (proyo 2.2 API 8 이상의 버전)가 설치된 스마트 폰 환경에
서 “디지털방송 수신 길라잡이” 어플리케이션(이하 DTV Guide) 다운받아
설치한다.

-

설치가 완료되면 <그림 1>의 메인 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된다.

-

“디지털방송 수신 길라잡이”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그림 1>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메인화면

-

DTV Guide 가 실행되면 초기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다운된 후 어플리
케이션이 시작된다.

-

구글 맵이 화면에 나타나면 스마트 폰의 GPS장치를 통해 현재 위치를 전
송 받고 초기에는 내 주변의 DTV 수신품질 데이터가 구글 맵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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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어플리케이션 초기 실행 화면

<그림 3> 초기 실행된 메인 화면

2. 디지털 방송 수신 길라잡이 기본 구성
-

화면 구성
1) 내 위치 이동
해당 위젯 클릭 시 GPS로부터 받은 내 위치로 맵이 자동 이동한다.
2) 주소표시
맵을 이동할 때마다 현재 주소를 표시해준다.
3) 주소 검색
원하는 행정구역으로 바로 맵을 이동 할 수 있는 기능이다.
4) 지도 모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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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젯을 클릭하여 활성화되면 지도가 위성화면으로 변경된다.
5) 맵 축척 표시
맵의 축척에 따른 레벨을 오른쪽 상단 표시해준다.
(수신품질 데이터를 맵에 도시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6) 수신 품질 범례
방송 유형 별로 수신품질 데이터를 표시하는 범례를 보여준다.
7) 방송 유형 선택
해당 위젯을 클릭하여 맵에서 볼 수신품질 데이터를 선택한다

<그림 4>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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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방송 수신 길라잡이 기능 사용법
-

내 위치
GPS통해 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맵을 탐색하다가도 바로 현재 내 위치
의 지도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내 위치에 대한 좌표 및 고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그림 5> 내 위치 이동 및 정보보기 기능

-

주소 검색
화면 상단 오른편의 주소 검색 버튼을 누르면 행정구역 명을 선택하는 화
면이 나온다.
이동할 행정구역 명을 시군구 -> 읍/면/동 순으로 선택한 후 행정구역 이
동을 누르면 해당 지역으로 맵이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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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행정 구역 이동 기능

4. DTV 수신품질 데이터 보기
-

하단의 방송유형에서 DTV를 선택하면 현재 위치의 DTV수신품질
수신품질 데이터가
맵에 표시된다. (처음
처음 실행의 경우 초기값은 DTV로 선택되어있으며 자동
으로 데이터가 맵에 표시된다.)

-

맵을 드래그 할 때 마다 자동으로 수신품질 데이터를 검색하여 맵에 표시
한다. (맵 레벨이 14
14이상의 축척에서만 맵을 이동할 때 자동으로 검색한다.
14미만 레벨에서는 데이터를 검색하지 않으므로 빠르게 지도를 이동할 경
우에 사용하면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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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7> DTV 수신품질 데이터 검색
-

맵을 줌 아웃하여 13
13레벨 미만이 되면 수신품질 데이터가 사라지고, 다시

줌인하여 13레벨 이상이 되면 다시 데이터를 보여준다.
-

수신품질 데이터를 클릭 시 해당 지역의 품질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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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8> DTV 수신품질 상세정보 보기

-

DTV 수신품질 표시
양시청 : 매우 양호한 수신지역이다.
시청가능 : 양호한 수신지역이다.
난시청 : 수신이 불량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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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MB 수신품질 데이터 보기
- 하단의 방송유형에서 DMB를 선택하면 현재 위치의 DMB수신품
질 데이터가 맵에 표시된다.
- 맵을 드래그 할 때 마다 자동으로 수신품질 데이터를 검색하여
맵에 표시한다.
(맵 레벨이 15이상의
이상의 축척에서만 맵을 이동할 때 자동으로 검
색한다. 15미만 레벨에서는 데이터를 검색하지 않으므로 빠르게
지도를 이동할 경우에 사용하면 된다.)

<그림
그림 9> DMB 수신품질 데이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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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을 줌 아웃 하여 13레벨 미만이 되면 수신품질 데이터가 사라지고, 다
시 줌 인하여 13레벨
레벨 이상이 되면 다시 데이터를 보여준다
보여준다.

-

수신품질 데이터를 클릭 시 해당 지역의 품질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

<그림
그림 10> DMB 수신품질 상세정보 보기

DMB 수신품질 표시
실내수신, 차량
차량, 휴대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휴대용, 차량수신
차량수신이 가능한 지역이다
.
차량수신이
이 가능한 지역이다.
난시청시청지역으로
시청지역으로 수신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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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M 수신품질 데이터 보기
-

하단의 방송유형에서 FM를 선택하면 FM매체가 표시되고 원하는 매체(방
송)을 선택 후 FM을 한번 더 클릭하면 해당 방송 주파수에 대한 수신품질
데이터가 맵에 표시된다.(FM은 수신품질이 측정된 기준지역으로 먼저 이
동 후 데이터가 맵에 표시된다.)

-

맵을 드래그 할 때 마다 자동으로 수신품질 데이터를 검색하여 맵에 표시
한다.
(맵 레벨이 14이상의 축척에서만 맵을 이동할 때 자동으로 검색한다. 14
미만 레벨에서는 데이터를 검색하지 않으므로 빠르게 지도를 이동할 경우
에 사용하면 된다.)

<그림 11> FM 수신품질 데이터 검색
-

맵을 줌 아웃 하여 13레벨 미만이 되면 수신품질 데이터가 사라지고,
다시 줌 인하여 13레벨 이상이 되면 다시 데이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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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품질 데이터를 클릭 시 해당 지역의 품질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

<
<그림 12> FM 수신품질 상세정보 보기

FM 수신품질 표시
수신양호 : 수신품질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다.
수신가능 : 수신품질이 양호한 지역이다.
수신가능 : 수신이 가능하나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있다.
청취불가 : 수신되는 신호가 없거나 청취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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