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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장치에 있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방법 및 이
에 적합한 장치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방법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메모
리를 구비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에 PCMCIA 인터페
이스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 갱신할 프로그램을 PCMCIA 카드에 수록하는 과정;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제
어하에 상기 시스템에 설치된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하여 상기 PCMCIA카드로부터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로
드하는 과정;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으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
램을 갱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방법은 PCMCIA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프로그램 갱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효과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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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프로그램 갱신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도시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구성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장치에 있어서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과저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장치에 있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방법 및 이에 적합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Digital TV, Settop Box 등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시스템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내
장된다. 프로그램은 시스템이 공장에서 제조되는 시점에서 메모리에 저장되며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는 서비스 요원에 
의해 수정 및 갱신될 수 있다.

디지털 방송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 방송 규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버그(bug)도 발
생될 수 있어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변경을 간편하고 손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도 1은 종래의 프로그램 갱신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도시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시스템(100)은 마이크로 프로세서(102)에 의해 제어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102)를 제어하기 위
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메모리(104)에 저장된다. 프로그램 메모리(104)는 프로그램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기록 가능
하고 불휘발성인 메모리 예컨대 플래쉬 롬(flash ROM), 이이피롬(EEPROM), NVRAM (nonvolatile random acces
s memory) 등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NVRAM은 비휘발성 램으로서 컴퓨터의 외부 전원이 꺼지거나 상실되더라도 내용이 보존되는 RAM이다. NV
RAM은 백업 배터리가 달린 SRAM을 제공하거나, EEPROM에 내용을 저장하였다가 복원하는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
다. 일부 모뎀은 사용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나 모뎀의 설정치 등을 저장하는 장소로서 NVRAM을 사용한다.

도 1에 도시된 시스템(100)에서 프로그램 메모리(104)에 저장된 프로그래은 성능의 개선/추가, 버그의 제거 등을 위
하여 갱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도 1에 도시된 시스템(100)은 외부의 컴퓨터(150)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RS-232C (106) 및 RS-2
32C 컨넥터(108)를 구비한다. RS-232C는 컴퓨터들과 관련 장치들 간에 비교적 느린 속도의 직력 데이터 통신을 하
지 위한 물리적 연결과 프로토콜에 관한 기술하고 있는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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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컴퓨터(150)으로서는 이동성이 좋은 Note PC등이 많이 사용된다.

프로그램을 갱신하기 위해 서비스 요원은 외부 컴퓨터(150)와 시스템(100)을 RS-232C 케이블로 연결시킨 후, 외부 
컴퓨터(150)으로부터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메모리(102)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갱신한다.

프로그램 메모리(102)의 부트 영역에는 부트 로더(boot loader)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부트로더가 프로그램의 갱
신을 제어한다. 부트로더는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을 램 혹은 프로그램 메모리(102)의 비어있는 영역에 저장한후 그것
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갱신한다.

프로그램의 갱신이 끝나면 시스템이 재부팅되며, 부트 로더는 갱신된 프로그램을 로딩하고, 이후부터는 갱신된 프로그
램에 의해 시스템이 제어된다.

도 1에 도시된 장치의 프로그램을 갱신함에 있어서, 서비스 요원은 갱신할 프로그램을 저장한 Note PC등을 소지하여
야 하며, 프로그램 갱신시 이 외부 컴퓨터와 시스템(100)을 RS232C케이블로 연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갱신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외부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간단하게 장치의 프로그램을 갱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갱
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상기의 프로그램 갱신 방법에 적합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방법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메모리를 구비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메
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에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

갱신할 프로그램을 PCMCIA 카드에 수록하는 과정;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상기 시스템에 설치된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하여 상기 PCMCIA
카드로부터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과정;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으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과
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어하여 특정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들 및 부팅시 응용 프로그램의 로드를 
제어하는 부트 프로그램이 수록된 메모리; 및

PCMCIA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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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상기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하여 PCMCIA카드로부터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을 버퍼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고, 
부트로더에 의해 참조되는 메모리 영역에서 프로그램 갱신을 나타내는 플랙을 세팅하고, 상기 시스템을 재부팅하며, 그
리고 만일 플랙이 세팀되어 있으면 부트로더가 상기 버퍼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응
용 프로그램을 갱신하고, 상기 플랙을 리셋함에 의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며의 구성 및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방법은 PCMCIA 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1989년에 IC card에 관한 표준을 만들어 모빌 컴퓨터간에 상호 연동성
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표준 협회이다. 1991년 까지 PCMCIA는 메모리 카드에 사용하는 68핀 커넥터의 I
/O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고, Socket service와 Card service 규격을 만들었다.

최근에 멀티미디어와 고속 네트워크등 고속 응용분야에 다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MPEG 비디오와 100Mbps 응용에 사
용할 수 있도록 CardBus와 Zoomed Video 규격을 제정하였다. PCMCIA는 계속하여 규격을 추가하여 호환성을 향상
시켰으며, 이동성을 위하여 3.3V동작이나 전원 관리 기능 등을 추가하였다. 최근에 PCMCIA의 PC카드는 모빌 컴퓨터 
뿐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케이블 TV, 셋톱 박스, 자동차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물리적인 규격은 Type I, Type II, Type III로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는 가로(54mm), 세로(85.6mm)로 동일하고 
두께만 각각 3.3, 5.0, 10.5mm로 다르고 동일한 69핀 커넥터를 사용한다. 두께의 차이로 인하여 응용분야가 다른데 
Type I은 RAM, Flash, OTP, SRAM등 메모리용에 활용되고, Type II는 FAX, Modem, LAN, 저장 장치용에 활용되
며, Type III는 하드디스크에 이용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시스템에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를 설치한다.(S202)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는 PCMCI
A 카드가 접속되는 컨넥터를 포함한다.

갱신할 프로그램을 수록한 PCMCIA카드를 시스템의 PCMCIA 콘넥터에 접속한다.(S204)

PCMCIA카드로부터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S206)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갱신한다.(S208)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방법에서는 종래와 같이 RS232C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외부 컴퓨터가 필요없고, 이에 
따라 외부 컴퓨터와의 접속 및 다운로드를 위한 절차가 필요없게 되어 프로그램 갱신이 간편하고 빨라진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시스템(300)은 마이크로 프로세서(302)에 의해 제어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302)를 제어하기 위
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메모리(304)에 저장된다. 프로그램 메모리(304)는 프로그램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기록 가능
하고 불휘발성인 메모리 예컨대 플래쉬 롬(flash ROM), 이이피롬(EEPROM), NVRAM (nonvolatile random acces
s memory) 등으로 구현된다.

도 3에 도시된 시스템(300)에서 프로그램 메모리(304)에 저장된 프로그래은 성능의 개선/추가, 버그의 제거 등을 위
하여 갱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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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도 3에 도시된 시스템(300)은 PCMCIA 인터페이스부(306) 및 PCMCIA 컨넥터(308)를 구비한다.

프로그램을 갱신하기 위해 서비스 요원은 갱신할 프로그램을 저장한 PCMCIA카드(350)를 PCMCIA 컨넥터(308)에 
삽입하고,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는다.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은 버퍼 메모리(310)에 일단 저장되었다가 프로그
램 메모리(302)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갱신한다.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은 압축된 것일 수 있다. 프로그램 갱신시에는 압축을 푼 후에 갱신한다.

프로그램 메모리(302)의 부트 영역에는 부트 로더(boot loader)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부트로더가 프로그램의 갱
신을 제어한다. 부트로더는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을 버퍼 메모리(310) 혹은 프로그램 메모리(302)의 비어있는 영역
에 저장한후 그것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갱신한다.

프로그램의 갱신이 끝나면 시스템이 재부팅되며, 부트 로더는 갱신된 프로그램을 로딩하고, 이후부터는 갱신된 프로그
램에 의해 시스템이 제어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장치에 있어서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과저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된 
것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프로그램 메모리(302)에는 부트로더가 수록되는 부트로더영역과(302a)와 메인프로그램이 수록되는 
메인프로그램 영역(302b)가 설정되어 있다. 버퍼 메모리(310)는 별도의 기록이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메모리(302)의 여유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다운로드/갱신을 위한 선택은 메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되며, 이러한 메뉴 프로그램은 메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
다.

즉, 사용자는 메뉴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갱신을 선택한다.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갱신 요구가 입력되면 PCMCIA 카드(350)로부터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되며, 다운로
드받은 갱신할 프로그램은 버퍼 메모리(310)에 일단 저장된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이피롬(312)에서 프로그램 갱신을 위한 플랙을 세팅하고 시스템을 재부팅시킨다. 이이피롬(3
12)은 별도의 메모리 모듈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메모리(302)의 특정 영역일 수도 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면 부트로더가 메인프로그램의 설치를 제어하며, 부트로더는 이이피롬(312)에 저장된 프로그램 갱
신을 위한 플랙을 참조한다. 만일 이 플랙이 세팅되어 있다면 먼저 버퍼 메모리(310)에 저장된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 영역(302b)에 수록한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이 갱신된 후 부트로더는 이이피롬(310)의 프로그램 갱신을 위한 플랙을 리셋시킨 후 시스템을 재부팅시킨다.

시스템이 재부팅되면 부트로더는 이이피롬(312)에 저장된 프로그램 갱신을 위한 플랙을 참조하며, 이 플랙이 리셋되어 
있다면 메인 프로그램 영역(302b)에 수록된 메인 프로그램을 로딩한다.

그 결과 이후부터는 메인 프로그램에 의해 시스템이 제어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갱신 방법은 PCMCIA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프로그램 갱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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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메모리를 구비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메
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에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

갱신할 프로그램을 PCMCIA 카드에 수록하는 과정;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상기 시스템에 설치된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하여 상기 PCMCIA
카드로부터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과정;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으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과
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갱신 방법.

청구항 2.

마이크로 프로세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어하여 특정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들 및 부팅시 응용 
프로그램의 로드를 제어하는 부트 프로그램이 수록된 메모리, PCMCIA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메
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상기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하여 상기 PCMCIA카드로부터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과정;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을 버퍼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는 과정;

부트로더에 의해 참조되는 메모리 영역에서 프로그램 갱신을 나타내는 플랙을 세팅하고, 상기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과
정; 및

만일 플랙이 세팀되어 있으면 부트로더가 상기 버퍼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응용 프
로그램을 갱신하고, 상기 플랙을 리셋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갱신 방법.

청구항 3.

마이크로 프로세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어하여 특정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들 및 부팅시 응용 프로그램의 로드를 
제어하는 부트 프로그램이 수록된 메모리; 및

PCMCIA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PCMCIA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하여 PCMCIA카드로부터 갱신할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하고,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을 버퍼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고, 부트로더에 의해 참조되는 메모리 영역에서 프로그
램 갱신을 나타내는 플랙을 세팅하고, 상기 시스템을 재부팅하며, 그리고 만일 플랙이 세팀되어 있으면 부트로더가 상
기 버퍼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을 갱신하고, 상기 플랙을 리셋함에 
의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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