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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른 최소 심볼 주파수의 트랜스폰더의 기초 위에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부케(bouquet)를 인스톨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주파수 대역은,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와 구간을 사
용하여, 트래버스(traversed)된다.

만약 상기 제 1 유형의 트랜스폰더가 발견되면, 신호표시 표에 참조된 제 1 또는 제 2 유형의 다양한 트랜스폰더의 특
징이 그 신호표시 표로부터 추출(extract)되고, 그 다양한 트랜스폰더에 연관된 서비스가 인스톨된다.

만약 상기 제 1 유형의 트랜스폰더가 발견되지 않으면, 상기 주파수 대역은, 상기 제 2 유형의 트랜스폰더를 적어도 하
나 찾기 위하여, 제 2 유형의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을 사용하여, 상기 주파수 대역이 
트래버스되고, 상기 제 2 유형의 각 트랜스폰더의 서비스가 인스톨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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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트래버스되는 방식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트래버스되는 방식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수행의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인스톨을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DVB(" Digital Video Broadcast" 를 나타내는 두문자어) 표준을 따르는,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디
지털 수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DVB 표준은 오디오 및 비디오 MPEG-2(" Motion Picture Expert Group" 을 나타내는 두문자어) 표준에 기초하고, 
특히 위성이나, 케이블, 또는 지상의 루트에 의한 MPEG-2 신호의 송신에 관련된다.

사용되는 트랜스폰더(transponder)는 MCPC(" Multiple Channel Per Carrier" 를 나타내는 두문자어) 유형이거나, 
SCPC(" Single Channel Per Carrier" 를 나타내는 두문자어) 유형이다.

MCPC 모드에서의 송신은, 트랜스폰더의 전체 대역폭을 점유함으로써 단일 주파수 상에서 몇 개의 오디오 및/또는 비
디오 채널의 방송을 허용한다. SCPC 모드에서의 송신에서, 트랜스폰더는 몇 개의 주파수를 가질 수 있으며, 각 프로그
램은 구별된(distinct) 주파수를 사용한다.

프로그램 방송가는 그들의 프로그램 부케(bouquet)를 세우기(build) 위하여 다양한 트랜스폰더를 사용할 수 있다. 특
별히, 비용의 이유로, 그들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지지 않은 어떤 방송가는 그들의 프로그램 부케를 세우기 위하여 주파
수 대역의 일부를 빌리거나 구입한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부케는 SCPC 트랜스폰더 그리고 또한 MCPC 트랜스폰더
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위성 수신의 경우에, 그 위에 이용가능한 대역은 몇몇의 구입자(customer)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프로그램 부케의 인스톨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사용자에게 가장 단순한 인스톨은 블라인드(blind) 스캐닝 인스톨
이다. 이 유형의 인스톨은 사용자가, 보다 복잡한(sophisticated) 인스톨 프로세스에 관련되어 필수적인, 신호표시 파
라미터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블라인드 스캐닝 하에서, 셋톱 박스(set top box) 또는 디지털 텔레비전과 같은, 수
신 장치에 부케를 인스톨하는 시간은 요구되었던(sought-after) 데이터 비율에 반비례한다. MCPC 모드의 경우에서 
데이터 비율은 초당 15에서부터 40 Mbaud(Mega baud) 정도(of the order of)이다. SCPC 모드에서의 데이터 비율
(rate)은 초당 2에서 15 Mbaud 사이이다.
    

이것이, 왜 동일한 인스톨 과정이 사용된다면 인스톨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이 MCPC 하에서보다 SCPC 하에서 더 큰 
지를 설명한다.

블라인드 스캐닝 하에서 MCPC 그리고 또한 SCPC 트랜스폰더를 사용하는 부케의 인스톨은 매우 길게 되는데, 그것은 
이 인스톨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의 캡쳐 범위(capture span)에 대응하는 주파수 증가를 사용하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스(traverse)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심볼 데이터 비율 탐색(sought)의 기초 하에 계산된 후자
는, 따라서 혼합된 멀티플렉스의 구조 내에서 SCPC 심볼 데이터 비율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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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C 그리고 또한 SCPC 트랜스폰더를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케의 인스톨은, 따라서 MCPC 트랜스폰더만을 포
함하는 프로그램 부케의 인스톨보다 매우 더 길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MCPC 그리고 또한 SCPC 트랜스폰더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부케를 위한 인스톨하는 시간을 감소시
키는 것을 제안한다.

즉, 최소 심볼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적어도 두 유형의 트랜스폰더의 기초 하에, 송신 매체 상의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부케를 인스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에 따라, 주파수 대역은 적어도 하나의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quantization interval)을 사용하여 트래버스되는데, 이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상기 제 1 유형(MCPC)의 상기 트
랜스폰더 중 적어도 하나 찾기 위하여, 상기 제 1 유형의 상기 트랜스폰더 각각은 신호표시 표(NIT)에 연관되며, 그리
고

- 상기 제 1 유형의 트랜스폰더가 발견된다면,

- 상기 신호표시 표에 참조된 제 1 또는 제 2 유형의 다양한 트랜스폰더의 파라미터가 상기 트랜스폰더에 연관된 신호
표시 표(NIT)로부터 추출(extract)되며,

- 상기 신호표시 표에 참조된 다양한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서비스가 인스톨되고,

- 상기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가 상기 주파수 대역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 상기 주파수 대역은, 적어도 하나의 제 2 유형(SCPC)의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을 
사용하여, 이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상기 제 2 유형의 상기 트랜스폰더를 적어도 하나 찾기 위하여, 트래버스되고,

상기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상기 제 2 유형의 각 트랜스폰더에 연관된 서비스가 인스톨된다.

그래서, 상기 주파수 대역은 빠르게 트래버스되고, 제 1 유형의 트랜스폰더의 검출은 존재하는 모든 트랜스폰더의 빠른 
검출을 허락한다.

나아가, 디지털 프로그램 부케의 인스톨을 위한 어떤 알려진 프로세스와는 반대로,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부케를 인스톨
하기 위하여 트랜스폰더의 파라미터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인스톨은 사용자 개입 없이도 자동적이면서 빠
르게 수행된다.

본 발명은 또한, 적어도 두 유형의 트랜스폰더의 기초 하에, 송신 매체 상에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부케를 인스톨하기 
위한 디바이스에 관련된다.

본 발명에 따라, 디바이스는:

- 주파수 대역을, 이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를 적어도 하나 찾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
의 상기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을 사용하여, 트래버싱하기 위한 
수단과,

- 상기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싱 하기 위한 수단이 상기 제 1 유형의 트랜스폰더를 발견한 경우,

- 상기 트랜스폰더에 연관된 신호표시 표(NIT)로부터, 상기 신호표시 표(NIT)에 참조된 다양한 트랜스폰더의 파라미
터를 추출하기 위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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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신호표시 표에 참조된 다양한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서비스를 인스톨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디자인된, 선
택 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싱하기 위한 수단이 상기 주파수 대역에서 상기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를 전혀 발
견하지 못한 경우, 상기 선택 모듈은:

- 이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제 2 유형의 트랜스폰더 중 적어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상기 제 2 유형의 트랜스폰더의 최
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을 사용하여, 상기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싱 하기 위한 수단과,

- 상기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상기 제 2 유형의 각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서비스를 인스톨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디자인되며;

상기 디바이스는, 본 발명에 따라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부케를 인스톨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적응된
다.

또한, 본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product)에 관련되는데,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셋톱 박스나 디지털 텔레비전 수
신기에서 실행될 때에 본 발명의 구현 모드 중 하나의 모드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명령을 포함한
다.

상기 표현 "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은, 예를 들어 카세트, 디스크 또는 디스켓과 같은 기록 매체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
램을 전달하는 신호를 커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여하한 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예에 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취해지며, 후술할 위성 방송에 기초한 실시 예의 설명을 
읽음으로써 더 잘 이해되고 다른 특징과 장점이 명백해질 것이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트래버스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Fstart 와 Fstop 사이에 놓인 주파수 대역은, 이 주파수 대역 안의 SCPC 유형과 MCPC 유형의 모든 트랜스폰더를 찾기 
위하여, SCPC 유형의 트랜스폰더의 심볼 데이터 비율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을 사용하여 트래버스된다. 트랜스폰더가 
검출되고 인스톨될 때, 주파수는 발견된 채널의 폭에 대응되는 오프셋(offset)에 의해 자동적으로 증가된다. 스캐닝 시
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행해진다. 이 조정이 일단 수행된 후에는, 탐색된 가장 작은 데이터 비율에 대응하는 기
초 트래버셜(traversal)의 구간으로 재시작된다.

ISB(Intermediate Satellite Band, 중간 위성 대역) 위성 대역의 경우에, 우리는 다음을 갖는다:

Fstart = 950 ㎒

Fstop = 2150 ㎒

    
이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는 모든 트랜스폰더를 찾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부케의 스캐닝 유형의 인스톨의 경우에, 디지
털 텔레비전 또는 셋톱 박스는 모든 트랜스폰더를 찾기 위하여 상기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스할 것이다. 스캐닝 유형 인
스톨은 사용자가 신호표시의 특성(specifics of the signalling)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프로그램 부케가 SCPC 유
형과 또한 MCPC 유형의 트랜스폰더를 포함할 때, 상기 프로그램 부케의 인스톨은, SCPC 유형의 트랜스폰더의 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주파수 범위의 미세한(fine) 스캐닝을 요구한다. 따라서, 구간을 스캐닝하는 주파수 범위
는 탐색된 가장 낮은 심볼 데이터 비율에, 그래서 가장 작은 SCPC 데이터 비율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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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baud 의 SCPC 심볼 데이터 비율과, 앞서 언급된 대역[950 ㎒ - 2150 ㎒]의 경우에서, 모든 SCPC 트랜스폰더를 
검출하기 위하여 8000 구간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수신 구성요소의 주어진 버전을 위한 30 Mbaud 의 MCPC 
심볼 데이터 비율의 경우에는 800 구간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인스톨 시간은 다양한 수신 스테이지(stage)의 캡쳐를 위한 대기(waiting) 시간을 또한 포함한다. 이 대기 시
간은 탐색된 데이터 비율에 반비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것은 MCPC 와 SCPC 인스톨 사이의 필요한 시
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MCPC 와 SCPC 유형의 트랜스폰더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부케의 모든 트랜스폰더에 대한 찾기(search)를 수
행하는 것은 매우 길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하나의 동일한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대해, 단지 MCPC 유
형의 트랜스폰더만을 포함한 프로그램 부케의 인스톨은 약 2분이 걸렸음에 비해, MCPC 와 SCPC 유형 양쪽의 트랜스
폰더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부케의 인스톨은 약 2 시간이 걸렸음을 발명자가 주목하였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주파수 대역의 트래버셜을 나타낸다.

    
상기 주파수 대역의 스캐닝은, MCPC 트랜스폰더의 심볼 데이터 비율에 대응하는 스캐닝 구간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MCPC 트랜스폰더가 검출될 때, NIT(" Network Information Table" 을 나타내는 두문자어)로 불리는 그것의 신호
표시 표(signalling table)가 검색될(retrieved) 것이다. 이 신호표시 표는, 검출된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동일한 프로
그램 부케에 포함된 트랜스폰더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게다가, 이 신호표시 표는, 다양한 서비스를 인스톨하기 위해 요
구되는 파라미터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트랜스폰더가 검출될 때, 그것과 연관된 신호표시 표는 인스톨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부케의 다른 트랜스폰더의 주파수에 대해 어드바이스한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기 위하
여, 이들 주파수들 위에 포지션(position)을 잡는 것이 충족되며, 그것에 의하여 스캐닝 유형 인스톨의 경우와 같이 전
체 주파수의 스캐닝을 피할 수 있다.
    

상기 부케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갱신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MCPC 트랜스폰더
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이 갱신은 짧아야 하므로, 그것은 높은 데이터 비율을, 그래서 MCPC 트랜스폰더를 요구한다.

도 3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장치의 동작의 플로우 챠트를 나타낸다.

    
단계(S1)의 과정에서, 주파수 범위의 블라인드 스캐닝이 시작된다. 이 스캐닝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비율에 대응하는 
트랜스폰더 모두를 찾는 것을 포함한다. 다양한 트랜스폰더를 찾기 위하여, 다른 파라미터 모두가 송신 매체의 기능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화하는데, 상기 송신 매체는 일명 위성, 케이블 또는 지상 타입이 될 것이다. 각 주파수에 대해, 다른 
파라미터들이 변화하고 트랜스폰더가 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단계(S2)에서 트랜스폰더가 검출된 때에, 단계(S4)
로 간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통 NIT로 칭해지는 신호표시 표를 검색한다. 이 표는, 각 트랜스폰더에 대해 그 주파수
는 물론 다른 신호표시 파라미터를 목록화하는데(listing), 프로그램의 전체 부케를 기술하고, 이것은 부케의 모든 서
비스를 검색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이들 파라미터들은 DVB SI(Digital Video Broadcast Service Information를 나
타내는 두문자어) 표준에 의해 정의되는 파라미터들에 대응한다.
    

그리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는,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신호표시 표(NIT)로부터, 신호표시 표(NIT)에 참조된 다
양한 트랜스폰더의 파라미터를 추출하기(extracting)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 수단과, 상기 신
호표시 표에 참조된 다양한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서비스를 인스톨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그래서, 상기 NIT는 부케의 다양한 트랜스폰더, MCPC와 SCPC의 위치를 찾아내는(locate)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단계
(S5)의 과정에서, 신호표시 표에 존재하는 다양한 트랜스폰더는 스캐닝되고, 이들 다양한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서비스
는 그것이 정말로 존재(present)하면 인스톨된다. 부케의 모든 트랜스폰더가 인스톨되는 때, 단계(S6), 인스톨은 완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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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C 트랜스폰더가 검출된 때에, 이것과 그 NIT에 기술된 트랜스폰더가 인스톨될 것이다. 그런 후에, 기초적인 구간
만큼 증가된 주파수가 아니라, 검출된 트랜스폰더의 탑(top) 주파수에 대응하는 주파수로서, 스캐닝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상기 기초적인 구간만큼 증가된 주파수에 의해 재시작됨으로써 스캐닝은 계속될 것이다.

같은 서비스가 다양한 SCPC 트랜스폰더의 인스톨의 기초 위에서 검출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비스의 식별자(identi
fier)를 고려하는 필터링이, 그것을 여러 번 인스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것은 2진 방식에서 혹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트랜스폰더 사이에서 신호 품질을 비교함으로써 행해진다.

만약 단계(S2)에서, 주파수 범위의 제 1 주파수에서, MCPC 트랜스폰더를 전혀 검출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더 높은 
주파수로 간다. 더 높은 주파수는, MCPC 트랜스폰더의 심볼 데이터 비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구간만큼 증가된 기초 주
파수 Fstart 에 대응한다.

전체 주파수 대역이 트래버스되고 어떠한 MCPC 트랜스폰더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 단계(S7), 그러면 우리는 SCPC 
트랜스폰더의 심볼 데이터 비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구간에 의해 주파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파수 범위를 트래버스한다. 
이 트래버셜(traversal) 과정에서, 검출된 SCPC 트랜스폰더 모두가 인스톨된다.

그리하여, 상기 선택 수단은 또한,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싱 하기 위한 수단이 상기 주파수 대역 안의 상기 제 1 유형(M
CPC)의 트랜스폰더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 이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제 2 유형의 트랜스폰더 중 적어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상기 제 2 유형의 트랜스폰더의 최
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을 사용하여, 상기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싱 하기 위한 수단과,

- 상기 주파수 대역 안에 포함된 상기 제 2 유형의 각 트랜스폰더에 연관된 서비스를 인스톨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도
록 디자인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MCPC 그리고 또한 SCPC 트랜스폰더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부케를 위한 인스톨하는 시간을 감소시
킨다.

즉, 최소 심볼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적어도 두 유형의 트랜스폰더의 기초 하에, 송신 매체 상의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부케를 인스톨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최소 심볼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적어도 두 유형의, 트랜스폰더에 기초하여, 송신 매체 상에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부케
(bouquet)를 인스톨하는(installing) 방법으로서:

주파수 대역은, 상기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 중 적어도 하나를 찾기 위하여, 각각 신호
표시 표(NIT)에 연관되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제 1 유형(MCPC)의 상기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interval)을 사용하여 트래버스(traverse)되고(S1, S2, S3);

- 상기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가 발견된다면(S2),

- 상기 신호표시 표(NIT)에 참조된 제 1 또는 제 2 유형(SCPC)의 다양한 트랜스폰더의 파라미터가 상기 트랜스폰더
에 연관된 신호표시 표(NIT)로부터 추출(extract)되며(S4),

- 상기 신호표시 표에 참조된 다양한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서비스가 인스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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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가 상기 주파수 대역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 상기 주파수 대역은, 상기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제 2 유형의 트랜스폰더 중 적어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적어도 하
나의 상기 제 2 유형(SCPC)의 상기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을 사용하여 트래버스되며
(S8),

- 상기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상기 제 2 유형의 각 트랜스폰더에 연관된 서비스가 인스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인스톨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는 상기 제 2 유형(SCPC)의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인스톨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의 트랜스폰더는 각각 반송파(carrier) 당 다중 채널(MCP
C) 유형과 반송파 당 단일 채널(SCPC) 유형의 트랜스폰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인스톨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방법은 셋톱 박스, 디지털 텔레비전,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 또는 디
지털 DVD 재생기(reader)에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인스톨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대역에서 트랜스폰더가 탐색될 때에, 상기 송신 매체에 특
징적인 다양한 파라미터가, 각 주파수에 대해, 그 파라미터들을 결합(combine)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인스톨 방법.

청구항 6.

적어도 두 유형의 트랜스폰더에 기초하여, 송신 매체 상에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부케(bouquet)를 인스톨하는 디바
이스에 있어서:

- 주파수 대역을, 이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 중 적어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적어도 하
나의 상기 제 1 유형(MCPC)의 트랜스폰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을 사용하여, 트래버싱하기 위
한 수단과;

- 상기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이 상기 제 1 유형의 트랜스폰더를 발견한 경우,

- 상기 트랜스폰더에 연관된 신호표시 표(NIT)로부터, 상기 신호표시 표(NIT)에 참조된 다양한 트랜스폰더의 파라미
터를 추출하기 위한 수단, 및

- 상기 신호표시 표에 참조된 다양한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서비스를 인스톨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디자인된 선
택 모듈(selection module)을 포함하고;

상기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싱 하기 위한 수단이 상기 제 1 유형의 트랜스폰더를 상기 주파수 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상기 선택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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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제 2 유형의 트랜스폰더 중 적어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상기 제 2 유형의 상기 트랜스폰
더의 최소 심볼 주파수에 대응하는 양자화 구간을 사용하여, 상기 주파수 대역을 트래버싱 하기 위한 수단, 및

- 상기 주파수 대역에 포함된 상기 제 2 유형의 각 트랜스폰더와 연관된 서비스를 인스톨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디자인되며;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부케를 인스톨하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바람
직하게 적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7.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product)으로서, 이 프로그램이 셋톱 박스나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에서 실행될 때에,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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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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