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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종 멀티미디어 튜너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57) 요약

이종 멀티미디어 튜너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명된다. 시스템은 통합된 채널 라인업을 생성할 수 있고 다수의 다양

한 튜너들을 조정하여 통합된 라인업와 연관된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일 구현에서, 튜너 할당 정책은 비

밀 튜너 할당 및 즉시 튜너 교환을 허용하여 사용자 경험이 무결절성이고 액세스 품질이 계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가장 큰

대역폭을 갖는 튜너들이 이용가능하게 유지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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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멀티미디어 채널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다수의 튜너들을 식별하는 단계 - 상기 튜너들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멀티미디어

채널들중 하나 이상을 고유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 - ;

상기 멀티미디어 채널들의 통합된 라인업(lineup)을 생성하는 단계; 및

하나 이상의 정책들에 따라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상기 멀티미디어 채널들의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시청하거나 및/또는

기록하기 위한 액세스 요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기 튜너들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할당 단계는,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콘텐트의 액세스동안 튜너들을 교환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튜너들중 상기 적어도 하나는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고유한 액세스를 가지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튜너들중 상기 적어도 하나는 고유한 액세스 품질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은, 상기 액세스 요청들중 하나에 응답하여, 보다 낮은 품질을 전달하는 튜너를 할당하는 것에 우

선하여 보다 높은 품질을 전달하는 튜너를 상기 액세스 요청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채널은 오디오 콘텐트, 비디오 콘텐트 또는 데이터 콘텐트중 하나를 전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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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은, 상기 액세스 요청들중 하나에 응답하여, 보다 적은 개수의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는 튜너가 상

기 액세스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보다 많은 개수의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잇는 튜너를 할당하기 전에, 보다 적은 개수

의 채널을 액세스하는 튜너를 할당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은, 시청 태스크(viewing task) 및 기록 태스크 각각에 대해, 가용하다면, 먼저 할당될 제1 시청

튜너 및 제1 시청 튜너를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할당된 튜너를 동적으로 교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튜너들로부터 선택된 시청 튜너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 상기 목록화된 시청 튜너들은 상기 하나 이상의 정

책들에 따라 우선순위화됨 - ;

상기 다수의 튜너들로부터 선택된 기록 튜너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 상기 목록화된 기록 튜너들은 상기 하나 이상의 정

책들에 따라 우선순위화됨 - ;

상기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시청하거나 및/또는 기록하기 위한 액세스 요청들에 응답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에 따라

상기 시청 튜너 리스트 및 상기 기록 튜너 리스트로부터 튜너들을 동적으로 할당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을 충족시

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할당된 튜너를 교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 튜너 리스트는,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각 채널을 상기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시청 튜너들과 관련시키고,

각 시청 튜너가 제공할 수 있는 상기 액세스 품질에 따라 상기 시청 튜너들을 우선순위화하고,

각 시청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멀티미디어 채널들의 개수에 따라 상기 시청 튜너들을 우선순

위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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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튜너 리스트는,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각 채널을 상기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기록 튜너들과 관련시키고,

각 기록 튜너가 제공할 수 있는 상기 액세스 품질에 따라 상기 기록 튜너들을 우선순위화하고,

각 기록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멀티미디어 채널들의 개수에 따라 상기 기록 튜너들을 우선순

위화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튜너들중 제1 튜너와 제2 튜너 간의 관계를 분류하는 단계 및 상기 분류 단계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정

책들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상기 제1 튜너에 의해 튜닝된 제1 채널 세트와 상기 제2 튜너에 의해 튜닝된 제2 채널 세트 간의 상호 배타성

(mutual exclusivity)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상기 제1 및 제2 튜너들에 의해 튜닝가능한 채널들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튜

너는 서로 다른 레벨의 액세스 품질에서 상기 동일한 채널들을 액세스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 단계는 채널 세트를 액세스하는 제1 튜너와 상기 채널 세트의 서브세트를 액세스하는 제2 튜너 간의 관계를 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튜너에 의해 액세스된 채널들의 차이와 상기 제1 및 제2 튜너에 의해 제공된 액세스 품질의 차이 모두에

기초하여 상기 제1 튜너와 제2 튜너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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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멀티미디어 채널들을 액세스하는 다수의 튜너 - 상기 튜너들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멀티미디어 채널들중 하나 이상을 고

유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 - ;

상기 멀티미디어 채널들의 통합된 라인업 및 상기 통합된 라인업에 대응하는 통합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를 생성하는 사

용자 경험 엔진(user experience engine); 및

상기 사용자 경험 엔진과 결합하여, 하나 이상의 정책에 따라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상기 멀티미디어 채널들의 멀티미

디어 콘텐트를 시청하거나 및/또는 기록하기 위한 액세스 요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기 튜너들중 적어도 일부를 동적으

로 할당하는 튜너 통합 엔진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튜너들을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한 튜너 우선순위화기를 더 포함하고, 순서에서 가장 높은 튜너가 먼저 할당되는 시스

템.

청구항 20.

이종 튜너들(heterogeneous tuners)들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통합된 사용자 경험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통합 경

험 엔진으로서,

상기 이종 튜너들과 연관된 이종 채널 라인업들을 통합된 채널 라인업으로 통합시키고, 상기 이종 튜너들중 하나를 상기

통합된 라인업과 연관된 시청 태스크 또는 기록 태스크중 하나에 동적으로 할당하는 튜너 통합 엔진;

상기 통합된 채널 라인업에 대응하는 통합된 프로그램 가이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데이터 통합

기; 및

상기 통합된 채널 라인업 및 상기 통합된 프로그램 가이드 메타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대화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

를 포함하는 통합 경험 엔진.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튜너 통합 엔진은, 상기 시청 또는 기록 태스크 동안, 상기 할당된 튜너를 다른 튜너와 교환하는 통합 경험 엔진.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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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책은,

증가되는 액세스 품질을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보다 낮은 액세스 품질의 튜너들을 할당하는 것에 우선하여 보다 높은 액세스 품질의 튜너를 할당하는 것, 및

보다 많은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튜너들을 잠재적인 미래의 태스크를 위해 자유롭게 하는 것들 중 하나를 포함하

는 통합 경험 엔진.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개인용 비디오 기록기는 상기 통합 경험 엔진을 포함하는 통합 경험 엔진.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디지털 비디오 기록기는 상기 통합 경험 엔진을 포함하는 통합 경험 엔진.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컴퓨팅 장치는 상기 통합 경험 엔진을 포함하는 통합 경험 엔진.

청구항 26.

다수의 튜너들과 연관된 이종 채널 라인업들을 통합된 채널 라인업으로 통합시키는 라인업 통합기;

하나 이상의 능력에 따라 상기 다수의 튜너들을 정렬시키는 튜너 우선순위화기; 및

정책에 따라 멀티미디어 태스크에 상기 튜너들중 하나를 할당하는 튜너 할당 엔진

을 포함하는 튜너 통합 엔진.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업 통합기는,

다수의 튜너들에 걸쳐 복제된 채널들을 상기 통합된 채널 라인업 내의 단일 채널 번호로 매핑하는 복제 채널 리졸버

(duplicated channel resolver);

상기 동일한 채널 번호를 위해 겨루는 채널들을 서로 다른 채널 번호들로 할당하는 충돌 채널 번호 리졸버; 및

공개특허 10-2007-0051251

- 6 -



상기 통합된 채널 라인업으로 상기 채널들을 순서화시키는 채널 인터리버(channel interleaver)를 더 포함하는 튜너 통합

엔진.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튜너 우선순위화기는,

각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채널들의 수에 따라 튜너들을 우선순위화하는 라인업 비교기;

상기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채널들과 우선순위화된 튜너 각각을 연관시키는 채널-대-튜너 상관기; 및

각 튜너에 의해 제공되는 액세스 품질에 따라 튜너들을 우선순위화하는 신호 품질 검출기를 더 포함하는 튜너 통합 엔진.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튜너 할당 엔진은,

태스크들에 대한 튜너 할당을 좌우하는 튜너 할당 정책들;

상기 정책들중 하나에 따라 멀티미디어 태스크에 상기 튜너들중 하나를 매치시키는 튜너 할당기; 및

새로운 멀티미디어 태스크에 튜너를 할당시키는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정책들중 하나에 따라 튜너들을 교환하는 튜너 교

환기를 더 포함하는 튜너 통합 엔진.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튜너 할당 정책들은,

가장 높은 가용한 액세스 품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태스크에 대한 할당에 대해, 보다 낮은 액세스 품질의 튜너들에 우선하여 보다 높은 액세스 품질의 튜너들을 선호하는 것,

보다 많은 개수의 채널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튜너들을 미래의 태스크를 위해 자유롭게 하는것,

가장 적은 개수의 채널을 액세스하는 상기 튜너들이 상기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으면, 가장 적은 개수의 채널을 액세스

할 수 있는 상기 튜너들을 태스크들에 할당하는 것

중 하나를 포함하는 튜너 통합 엔진.

청구항 31.

제2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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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튜너 할당 엔진은, 우선순위화된 시청 튜너들의 시청 튜너 리스트 및 우선순위화된 기록 튜너들의 기록 튜너 리스트

에 더 액세스하는 튜너 통합 엔진.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이종 튜너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상기 관계에 기초하여 상기 튜너 할당 정책들을 결정하는 구성 분류기를 더

포함하는 튜너 통합 엔진.

청구항 33.

멀티미디어 채널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이종 튜너들을 식별하는 수단 - 상기 튜너들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멀티미디어 채

널들중 하나 이상을 고유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 - ;

상기 이종 튜너들에 의해 액세스되는 채널들의 통합된 라인업을 생성하는 수단; 및

하나 이상의 정책들에 따라 상기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시청하거나 및/또는 기록하기 위해 상기 튜너들을 동적으로 할당하

는 수단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은 상기 튜너들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동안 상기 이종 튜너들의 대역폭을 보존하고 사용자 경험

을 위해 액세스 품질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 멀티미디어 콘텐트의 액세스동안 튜너들을 교환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튜너들로부터 선택된 시청 튜너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수단 - 상기 목록화된 시청 튜너들은 상기 하나 이상

의 정책들에 따라 우선순위화됨 - ;

상기 다수의 튜너들로부터 선택된 기록 튜너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수단 - 상기 목록화된 기록 튜너들은 상기 하나 이상

의 정책들에 따라 우선순위화됨 -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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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시청하거나 및/또는 기록하기 위한 액세스 요청들에 응답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에 따라

상기 시청 튜너 리스트 및 상기 기록 튜너 리스트로부터 튜너들을 동적으로 할당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정책들을 충족시

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할당된 튜너를 교환하는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각 채널을 상기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시청 튜너들과 관련시키는 수단;

각 시청 튜너가 전달할 수 있는 방송 품질에 따라 상기 시청 튜너들을 우선순위화하는 수단; 및

각 시청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멀티미디어 채널들의 개수에 따라 상기 시청 튜너들을 우선순

위화하는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각 채널을 상기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기록 튜너들과 관련시키는 수단;

각 기록 튜너가 전달할 수 있는 방송 품질에 따라 상기 기록 튜너들을 우선순위화하는 수단; 및

각 기록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통합된 라인업 내의 멀티미디어 채널들의 개수에 따라 상기 기록 튜너들을 우선순

위화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멀티미디어 튜너들과 연관된 다양한 채널 라인업들을 통합된 라인업으로 통합시키는 액션; 및

상기 통합된 라인업의 시청 및 기록 태스크들에 상기 멀티미디어 튜너들중 일부를 정책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하는 액션

을 포함하는 액션들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 장치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새로운 태스크에 응답하여 상기 정책에 따라 상기 동적으로 할당된 튜너들을 교환하는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

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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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은,

태스크들에 대한 우선 튜너를 선택하는 것 - 상기 우선 튜너는 다른 튜너 이전에 먼저 제1 태스크에 배치됨 - ; 및

상기 제1 태스크가 기록 태스크이면, 그 후 시청 태스크에 대한 후속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우선 튜너를 상기 기록 태스크

로부터 상기 후속 시청 태스크로 교환하는 것

중 하나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정책은, 채널을 가장 잘 액세스할 수 있는 상기 튜너들을 후속 요청을 위해 자유롭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청구항 43.

다수의 튜너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 상기 튜너들중 적어도 일부는 액세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서로 다른 기능

을 가지며, 상기 튜너들중 적어도 일부는 액세스 양을 제공하기 위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짐 - 에서,

보다 낮은 액세스 품질을 제공하는 튜너를 할당하기 전에 보다 높은 액세스 품질을 제공하는 튜너를 태스크에 할당하는 단

계; 및

상기 보다 낮은 액세스 양을 제공하는 상기 튜너가 상기 태스크를 수행하면, 보다 높은 액세스 양을 제공하는 튜너를 할당

하기 전에 보다 낮은 액세스 양을 제공하는 튜너를 태스크에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품질은 시청 품질, 오디오 품질 또는 데이터 무결성 품질중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양은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채널들의 양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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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태스크는 멀티미디어 채널을 시청하거나 멀티미디어 채널을 기록하는 것중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다수의 튜너를 다수의 태스크에 할당하는 단계; 및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튜너들중 적어도 일부를 교환하는 단계 - 상기 교환 단

계는 보다 낮은 액세스 품질을 제공하는 튜너를 할당하는 것 대신, 보다 높은 액세스 품질을 제공하는 튜너를 상기 새로운

태스크에 할당함 - 을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43항에 있어서,

다수의 튜너를 다수의 태스크에 할당하는 단계; 및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튜너들중 적어도 일부를 교환하는 단계 - 상기 교환 단

계는 보다 높은 액세스 양을 제공하는 튜너를 할당하는 것 대신, 보다 낮은 액세스 양을 제공하는 튜너를 상기 새로운 태스

크에 할당함 - 을 더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TV 기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종 멀티미디어 튜너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팬은 통상적으로 서로 다른 박스 내의 서로 다른 전자 장치들의 집단을 함께 접속하

여 모듈형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만든다. 순수한 오디오 장비를 무시하면,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비디오 측면은 다양한 소스

들로부터 끌어온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표시하는 텔레비젼 세트(TV)(100)를 가질 수 있다. "OTA(over-the-air)" 전송 소

스(102)와 수신측 상의 안테나(104)를 통해 이용가능한 채널들은 일반적으로 TV(100) 자체 내의 튜너에 의해 액세스된

다. 위성(108)을 통해 수신되는 디지털 채널 라인업(lineup)을 튜닝하는 제1 셋톱 박스(106), 케이블(112)을 통해 수신되

는 다른 디지털 채널 라인업을 튜닝하는 제2 셋톱 박스, 및 수신된 채널들의 디지털 기록을 조작처리하는 PVR(personal

video recorder)(114)와 같이, 서로 다른 채널 라인업들을 튜닝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여분의 셋톱 박스를 획득함으로써

추가 채널이 이용가능하다. PVR(114)은 셋톱 박스들중 하나(106)에 대해 국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소정

의 PVRs(114)은 사용자가 동시에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동일한 듀얼 튜너("동종 튜너들(homogeneous tuners)")을 포함

할 수 있다. 그 후, 사용자는, TVs, PVRs 및 다른 셋톱 박스들에 분산된, 집 내의 다수의 서로 다른 튜너들("이종 튜너들

(heterogeneous tuner)")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튜너들은 통상적으로 조정되지 않거나 또는 원격 제어기(116)의 호스트

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조정될 수 있다.

"액세스 품질(Access quality)"은, 튜너가 비디오,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및/또는 오디오를 사용하여 분배된 데이터 스트

림을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의 충실도(본래의 컬러, 사운드 또는 데이터에 대한 충실성); 정확성; 해상도; 신뢰성; 속도; 기

능 등을 나타낸다. 액세스 품질은,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채널의 수, 즉 튜너의 대역폭인 "액세스 양"을 포함하지 않는

다. 바꿔 말하면, 소정의 환경에서, 가장 높은 액세스 품질을 갖는 튜너만이 다수의 튜너들의 그룹 내의 임의의 튜너의 가

장 작은 개수의 채널들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튜너 할당 정책의 소정의 구현들에 대해 아래에서 보다 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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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된다. 하나의 정책은 높은 액세스 품질을 갖는 튜너를 먼저 할당하도록 시도할 수 있고, 다른 정책은 해당 튜너가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 최소 개수의 채널을 액세스하는 튜너를 먼저 할당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나중의 정책은 잠재적

인 미래 수요에 대해 시스템 자원들을 보존한다.

위에서 사용된 "동종(homogeneous)"이라는 것은, 튜너들이 동일한 채널 라인업을 지원하고 동일한 액세스 품질로 동일한

라인업을 액세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케이블 시스템은 스플리터(splitter)를 사용하여 2개

의 동일한 튜너들로 입력될 수 있는 2개의 동일한 신호원들을 형성하여 양쪽 튜너들에게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위에서 사용된 "이종(Heterogeneous)"은, 다수의 튜너들이 서로 다른 채널 라인업 또는 서로 다른 레벨의 액세스 품질을

가지는 동일한 채널 라인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세대(household)는 케이블(112) 및 OTA 안테나

(104) 채널 소스 양자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2개의 소스들을 통해 이용가능한 채널 라인업들은 매우 상이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튜너는 이종으로 생각된다.

"튜너(tuner)"는 사용자가 채널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개념적 실체이다. TVs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튜너를 갖고 때때로

2개의 튜너를 갖는다. VCRs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튜너를 가진다. 소정의 셋톱 박스들 및/또는 PVRs(114)는 상술한 바와

같이 2개 튜너를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착탈식 카드들은 하나 또는 두개의 카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듀얼 튜너 카드

는, 서로 독립적으로 또는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NTSC(National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 튜너 및 ATSC

(Advanced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 튜너를 가질 수 있다.

"헤드-엔드(head-end)"는 채널 라인업의 제공자, 예를 들어 San Francisco DirecTV; Seattle Comcast Digital Cable;

FM Radio 등이다. "트랜스포트(Transport)"는 멀티미디어 신호, 예를 들어 케이블, 위성, 인터넷, OTA 등에 대한 전달 방

법이다. "포맷(Format)"은 예를 들어 아날로그, 디지털 SD(Standard Definition), 디지털 HD(High Definition) 등과 같은

신호의 특성을 기술한다.

EPGs(Electronic Program Guides)에 대해, "인터레이스된(interlaced)" 또는 "인터리브된(interleaved) 가이드 뷰는 소

정의 방식(예를 들어, 채널 번호에 의해)으로 혼합되고 정렬된 다수의 가이드 라인업을 가지며, "병합된(merged)" 가이드

뷰는 병합되는 다수의 라인업을 가지나 중첩되는 위치에 동일한 채널이 접혀져(collapse)되어 있다.

소정의 PVR(114)은 디지털 관리를 위해 컴퓨팅 장치의 도움을 얻거나 또는 PVR(114)이 컴퓨팅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팅 장치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하드 드라이브들에 대한 운영 체제를 제공하여 저장된 디지털 파일 형태인 멀티미

디어 콘텐트의 저장 및 검색을 주로 돕는다.

컴퓨터화되거나 또는 컴퓨터화되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센터 플랫폼을 갖는 사용자에 대해, 임의의 개수의 동종 튜너 및 이

종 튜너를 지원하고 통합시키는 프레임워크 또는 아키텍쳐가 필요하다. 즉, 사용자의 "다수 TV/다수 VCR" 경험을 통합시

키기 위해 다수의 TV 신호들을 무결절성(seamlessly)으로 수신하고 배포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요약

이종 멀티미디어 튜너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설명된다. 시스템은 통합된 채널 라인업을 생산하고 다양한 다수의

별개의 튜너들을 조정하여 통합된 라인업과 연관된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일 구현에서, 튜너 할당 정책

은, 사용자 경험이 무결절성이 되고, (비디오 품질과 같은) 액세스 품질이 계속적으로 최적화되며 가장 큰 대역폭을 갖는

튜너들이 이용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비밀(behind-the-scene) 튜너 할당 및 실시간(on-the-fly) 튜너 교환(swapping)을

허용한다.

실시예

개 요(overview)

하나의 튜너가 공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청 및 기록 태스크들이 제한되더라도, 종래의 단일 튜너는 어느정도 일치하는

UX(user experience)를 자동적으로 제공한다. 종래의 듀얼 동종 튜너들을 사용하면, 소정의 여분의 제어 로직이 요구되

나, 기존 PVR 제품들은 듀얼 동종 튜너 시스템에 대해 무결절성 사용자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원에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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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임의의 개수의 동종 및/또는 이종 멀티미디어 튜너들을 통합하여 통합되고, 일관되며, 무결절성 사용자 경험을 제

공한다. 본원에서 기술되는 무결절성 사용자 경험은, 배경에서 고해상도 프로그램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프로그램

을 기록하거나 라이브 TV를 표준 해상도로 시청하는 것과 같이 본 발명이 종래의 시스템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허용한다

는 점에서 강력하다. 채널 서핑, 스케줄링, 충돌 관리 등은 본원에 설명된 바와 같이 통합된 다수의 이종 튜너를 이용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시스템들(200, 300)

도 2는 예시적인 UXE(202)가 다수의 튜너(204)들의 몇몇 양상들을 통합하는 예시적인 PVR 시스템(200)을 도시한다. 일

구현에서, 예시적인 PVR 시스템(200)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튜너들(204)을 물리적으로 포함한다.

예시적인 UXE(202)는, 다수의 튜너(204)가 온보드이든 오프보드(offboard)이던간에 다수의 튜너(204)의 다양한 채널 라

인업을 통합된 채널 라인업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인 UXE(202)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채널 라인업 각각을

동반하고 기술하는 다양한 EPG(electronic program guide) 메타데이터를 통합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 통합되고 무결절성의 채널 라인업 및 통합되고 무결절성의 EPG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예시적인 UXE(202)는

다양한 튜너들을 관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관리는 정책에 따라 튜너들을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에 할당하는 것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UXE(202)는 적절한 튜너를 할당함으로써 통합된 채널 라인업 내의 다양한 채널들을 보고 기록하기 위한

사용자 요청들에 응답한다. 예시적인 UXE(202)에 의해 제공된 튜너의 관리는 동적이다. 따라서, 정책에 따라, 예시적인

UXE(202)에 의한 관리는 실시간 할당으로 튜너를 교환하거나 실시간 할당이 아닌 방식으로 튜너를 교환하여, 무결절성

사용자 경험을 촉진하면서, 정책의 실시간 수행을 제공한다.

정책은 광범위할 수 있어, 예시적인 UXE(202)는 매우 다양한 멀티미디어 튜너들의 조합을 통합할 수 있다. 물론, 예시적

인 UXE(202)에 대한 정책의 전체 부분 내의 많은 튜너 할당 정책들은 사용자 선택가능할 수 있다. 일 구현에서, 예시적인

UXE(202)는 존재하는 튜너들의 구성을 검출 및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할당 및/또는 정책을 미세조정한다. 요약하면, 예

시적인 UXE(202)는, 많은 다양한 튜너 구성들이 조직화되어 통합되고 보다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단일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

도 3은 예시적인 UXE(202)가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300)에 대한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302)에 상

주하는 예시적인 홈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300)를 나타낸다. 예시적인 UXE(202)의 예시적인 구현을 실행하는데 적절한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 환경이 도 8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

멀티미디어 서버(302)는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저장하고 집의 서로 다른 방들에 위치한 원격 개인용 컴퓨터(308) 및 원격

디스플레이(304, 306)로 송신할 수 있다. 다수의 이종 튜너(204)는, 요구되지는 않지만, 예시된 멀티미디어 서버(302)에

물리적으로 상주한다. 예시적인 UXE(202)는 이종 튜너(204)들의 다양한 채널 라인업으로부터 통합된 채널 라인업 뿐만

아니라 통합된 EPG도 생산한다. 원격 디스플레이(304, 306) 및 원격 개인용 컴퓨터(308)로부터의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요청들에 응답하여, UXE는 튜너를 정책에 따라 각 멀티미디어 태스크에 할당한다.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UXE(202)

는 네트워크(300)의 갱신된 상태에 따라, 즉 이미 할당된 튜너의 서비스들을 요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착

신 요청들에 응답하여, 튜너들을 동적으로 재할당하거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일 구현에서, 정책은, 보다 떨어지는 품질의 튜너를 동일한 태스크에 할당하기 전에, 보다 나은 액세스 품질을 갖는 튜너를

태스크(예를 들어, 시청하거나 기록하거나)에 할당하는 원리를 포함한다. 정책은 자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으로 튜너들을 할당하고 교환하는 추가 원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은, 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액세스 양이 가능한 튜너를 할당하기 이전에 보다 적은 액세스 양이 가능한 튜너를 태스크에 할당하는 것, 즉 작업을 적절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액세스 양이 가능한 튜너가 먼저 할당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가능한 한 미래의 수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자원들을 자유롭게 하고 얽매이지 않게 한다. 이러한 예시적인 원리들중 하나 또는 양자를 채용하는 정

책을 사용하면, 다수의 튜너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의 전체 부분을 간소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평균 액세스 품질보다

나은 품질을 갖는 단일 튜너가 제1 시청 튜너 및 제1 기록 튜너로 지정되면, 그 후, 이러한 제1 튜너는 이용가능하다면 먼

저 할당된다. 그 후,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 보다 덜한 튜너들을 후속 태스크들에 할당하는 방법, 또는

제1 튜너가 다른 곳에서 보다 잘 사용되는 경우 보다 덜한 튜너를 제1 튜너로 교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물론,

이러한 동일한 정책들은 오디오 튜너, 오디오-비디오 튜너, 데이터 수신기 - 즉, 모든 멀티미디어 튜너들에 적용된다. 보다

많은 예시적인 정책들이 본 상세한 설명에서 나중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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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개별적인 정책 또는 규칙이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임의의 순간에 액티브인 요청들의 개수 및 유형들에 의존적이

다. 예를 들어, 시청 요청들로 범람하는 예시적인 UXE(202) 최선을 다해 한정된 개수의 높은 비디오 품질의 튜너들을 시

청 태스크들로 할당할 수 있으나, 모든 요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다 낮은 비디오 품질의 튜너들에 의존해야

한다.

예시적인 UXE(User Experience Engine)(200)

도 4는 예시적인 UXE(202)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일 구현에서, 튜너 통합 엔진(TunerIE)(400)는 도시된 바와 같이 EPG

데이터 통합기(402), 사용자 인터페이스(404), 및 제어 로직(406)과 통신가능하게 연결된다. TunerIE(400)는 라인업 통

합기(408) 및 튜너 할당 엔진(410)을 포함하고 도 5에 대해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일 구현에서, 사용자 인터페

이스(404)는 통합된 채널 라인업(412), 통합된 EPG(414), 시청 채널(들) 선택기(416), 및 기록 채널(들) 선택기(418)의

대화형 디스플레이들을 포함할 수 있다.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구성될 수 있는 다른 종래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도 사용자 인터페이스(404)에 포함될 수 있다.

EPG 데이터 통합기(402)는 통합된 EPG(414)를 생성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라인업 통합기(408)에 의해 생산된 통합된

채널 라인업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PG 데이터는 간단히 병합될 수 있다. 즉, 다수의 복제된 채널들에 대해, 복제된

채널들이 매핑되는 공통 채널 번호 하에 고유 EPG 데이터가 축적된다. 대안적으로, EPG 데이터는 다른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예시적인 UXE(202)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자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들(404)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들 상에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적인

UXE(202)가 PVR 시스템(200)에서 구현되면 통합된 채널 라인업(412)이 원격 제어기(116) 상에 표시되거나 또는 대안적

으로 예시적인 UXE(202)가 엔터테인먼트 멀티미디어 네트워크(300)에서 구현되면 통합된 채널 라인업(412)이 컴퓨팅

장치의 모니터에 표시될 수 있다.

예시적인 튜너 통합 엔진(400)

도 5는 예시적인 TunerIE(400)를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다. 상술하고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예시적

인 TunerIE(400)는 라인업 통합기(408) 및 튜너 할당 엔진(410)을 포함한다. 라인업 통합기(408) 및 튜너 할당 엔진

(410)은, 예시된 바와 같이, 구성 분류기(500), 튜너 검출기(502), 튜너 인터페이스(504) 및 튜너 우선순위화기(506)와 통

신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구성 분류기(500)는 튜너 인터페이스(504)를 통해 접속되고 튜너 검출기(502)에 의해 검출되는 다수의 튜너(204)의 구성

을 식별한다. 즉, 구성 분류기(500)는 접속되고 검출된 튜너 세트 내의 튜너들 간의 관계(들)을 결정하거나 할당한다. 그

관계들은 미리 존재하거나 연관된 하드웨어일 필요는 없다. 튜너들 간의 관계들은 튜너들로 할당될 수 있고, 따라서, 구성

은, 단지 소정의 접속되고 검출된 세트 내의 튜너들의 물리적 및 기능적 특성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할당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정의 구현에서, 드라이버는 새로운 튜너(구성되지 않았었던 것)를 검출하

기 위해 튜너 검출기(502)에 설치되어야 한다.

구성 분류기(500)에 의해 결정되거나 생성된 구성은 튜너 할당 정책을 결정하고 라인업 통합기(408), 튜너 우선순위화기

(506), 및 튜너 할당 엔진(410)을 작동시키기 위해 시작점 또는 기준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일 구현에서, 구성 분류기(500)는 소정의 튜너 세트를, 액세스하는 채널 라인업들에 따라서 분류하고, 달성할 수 있는 액세

스 품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각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채널 라인업은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액세스 품질은 자

동적으로, 수동적으로(표시된 품질이 보다 높은 사용자에게 문의함으로써) 또는 양자의 결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분류

후, 소정의 튜너 세트는 몇몇 가능한 구성들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튜너에 의해 생성된 채널 라인업

들이 동일하고 액세스 품질이 동일하다면, 그 후, 그 구성은 "동종(homogeneous)"이며, 채널 라인업들이 상이하면 그 후

그 구성은 "이종(heterogeneous)"이다. 채널 라인업들이 공통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후 그 구성은 "이종 해체

(heterogeneous disjointed)"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라인업의 채널들이 다른 라인업의 서브세트이면, 그

후 그 구성은 "이종 서브세트화(heterogeneous subseted)"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 라인업이 제2 라인업과 소정

의 공통 채널들을 가지나 일부가 제2 라인업에 대해 고유 채널이면(그 반대도 가능), 2개의 튜너들은 "이종 비-서브세트화

(heterogeneous non-subseted)"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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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분류기(500)에 의해 결정되는 2개 튜너의 다양한 결합 및 그들의 가능성있는 구성이 아래에 예로서 표 1에 도시된다.

결합들중 하나의 개별적인 튜너는 디지털 케이블 또는 위성용 튜너, OTA NTSC(over-the-air National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 채널들을 위한 튜너, 또는 OTA ATSC(over-the-air Advanced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를 위한 튜너일 수 있다.

[표 1]

공칭 구성(nominal configurations)을 갖는 듀얼 튜너 세트들

 튜너 세트 구성

A 아날로그 케이블/아날로그 케이블 동종

B 위성/위성 동종

C OTA NTSC/OTA NTSC 동종

D 아날로그 케이블/OTA ATSC 이종의 해체된 라인업

E 디지털 케이블/OTA ATSC 이종의 해체된 라인업

F 위성/OTA ATSC 이종의 해체된 라인업

G OTA NTSC/ OTA ATSC 이종의 해체된 라인업

H 디지털 케이블/아날로그 케이블 이종의 서브세트화

I OTA ATSC/ OTA ATSC 동종

J 아날로그 케이블/OTA NTSC 이종의 비-서브세트화 라인업

K 디지털 케이블/OTA NTSC 이종의 비-서브세트화 라인업

L 위성/OTA NTSC 이종의 비-서브세트화 라인업

M 위성/ 아날로그 케이블 이종의 비-서브세트화 라인업

N 위성/ 디지털 케이블 이종의 비-서브세트화 라인업

표 1의 행 "A-C" 및 행 "I"는 동종 구성들인 아날로그 튜너 결합들을 가진다. 동종 튜너들에 대해, 시스템은 라인업들을 하

나의 자원으로 조용히 결합시킨다. EPG에서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TunerIE(400) 내의 적절한 컴포넌트들은 임의의

소정의 채널이 다수의 동종 튜너들 상에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통지받는다.

표 1의 행 "D-G"는 완전히 해체된 채널 라인업들을 가질 수 있는 이종 튜너 결합이다.

행 "H"는 한 튜너의 채널 라인업이 다른 튜너의 채널 라인업의 서브세트인 이종의 서브세트화된 결합이다.

행 "J-N"은 한 튜너의 채널 라인업의 세그먼트만이 다른 튜너의 채널 라인업의 서브세트 - 각 튜너는 다른 튜너에 대해 고

유 채널들도 가짐 - 인 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튜너 결합이다.

이러한 구성 클래스들은 튜너가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특징 예를 들어 액세스 품질에 대한 튜너의 레벨 - 즉, 분해능, 해상도

및 이미지 품질 등에 따라 더 정련될 수 있다. 액세스 품질의 이슈는 라인업 통합기(408), 및 튜너 우선순위화기(506) 내에

상주할 수 있는 신호 품질 검출기(508)에 대해 아래에서 다시 설명될 것이다.

액세스 품질의 상술한 특징에 따라 더 정련되는, 표 1의 예시적인 구성 클래스들은 표 2에 도시된다.

[표 2]

튜너 세트 구성들

 구성들

A 동종

B 이종의 해체된

C 이종의 서브세트화된 동등 액세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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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종의 서브세트화된 비-동등 액세스 품질

E 이종의 비-서브세트화된, 동등 액세스 품질

F 이종의 비-서브세트화된 비-동등 액세스 품질

표 1 및/또는 표 2에 도시된 클래스들중 하나에 맞는 특정 구성은, 구성에 대한 제1 시청 튜너(510) 및 제1 기록 튜너(512)

를 선택함으로써 더 분명해진다. 소정의 구현들에서, 시청 튜너 리스트(514)가 제1 시청 튜너(510) 대신 구현될 수 있다.

시청 튜너 리스트(514)가 우선순위화되어 우선순위 특성에 대한 가장 강한 표시를 갖는 튜너들을 먼저 할당할 수 있다. 유

사하게, 기록 튜너 리스트(516)가 제1 기록 튜너(512) 대신 구현될 수 있고, 기록 튜너 리스트(516)가 우선순위화되어 우

선 튜너들이 먼저 할당될 수 있다.

구성 분류기(500)는 1) 어느 튜너가 제1 시청 튜너(510)로 선택되는지; 2) 어느 튜너가 제1 기록 튜너(512)로 선택되는지

(종종 동일한 튜너가 제1 시청 튜너(510) 및 제1 기록 튜너(512)로 선택됨); 및 3) 튜너에 걸쳐 복제된 채널들 간에 기록이

자동적으로 이동되는지에 기초하여 어느 구성을 채용할지를 종종 결정한다. 이러한 3개의 파라미터들은 구성 분류기

(500)에 의해 또는 예를 들어 셋업 동작동안 사용자 인터페이스(404)를 통해 사용자에게 요청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3개 파라미터들은 종종 특정 튜너 세트를 표 1 및/또는 표2의 상기 구성들중 하나로 놓는다. 구성이 결정

되면, 예시적인 TunerIE(400)는 통합된 EPG, 튜너 할당 정책(518), 채널 변경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체 사용자 경험을

모델링할 수 있다.

제1 시청 튜너(510)가 사용되어 시청(예를 들어, 라이브 TV), 특히 다수의 튜너들 상에서 복제된 채널들을 통한 시청과 관

련된 태스크들에 대한 요청들을 충족시키는 경우 충돌 및 모호함들을 해결할 수 있다. 사용자 요청들이 채널에 액세스하고

해당 채널이 다수의 튜너들 상에 이용가능한 경우, 예시적인 TunerIE(400)는 제1 시청 튜너(510)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

한다. 제1 기록 튜너(512)는 기록 태스크들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개념들에 따라 수행한다. 기록 요청들은 튜너들

에 걸쳐 복제된 채널들에 대해 제1 기록 튜너(512)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1 시청 튜너(510) 및 제1 기록 튜너(512)를

지정하면 시청 및 기록 태스크가 서로의 방식에 대해 참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소정의 태스크는 얽히지 않고 시청 태

스크 또는 기록 태스크로 보다 적절하게 결정된다.

제1 시청 튜너(510) 및 제1 기록 튜너(512)는 정책을 간소화 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일한 디폴트 환

경설정들이다. 소정의 환경에서 예시적인 TunerIE(400)는 기록을 수행하고 시청은 수행하지 않기 위해 결국 제1 시청 튜

너(510)를 사용할 것이고, 시청하고 기록은 하지 않기 위해 결국 제1 기록 튜너(512)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존재

한다.

예시적인 통합된 라인업(Exemplary Unified Lineup)

라인업 통합기(408)는 다수의 튜너(204)들과 연관된 채널 라인업들을 통합된 채널 라인업으로 통합시킨다. 통합 과정은

통합될 다양한 채널 라인업들에 의존한다. 채널 라인업들이 해체되면, 즉 공통의 채널을 가지지 않으면, 그 후, 채널 넘버

링시(channel numbering) 충돌이 없고 모든 채널들이 고유 채널 번호로 구별되기 때문에 통합은 비교적 간단하다.

통합된 채널 라인업을 생성하는 경우, 하나의 구성 채널 라인업이 다른 구성 채널 라인업의 서브세트이면, 일반적으로 채

널 넘버링시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브세트된 채널들은 복제된다, 즉 복제된 채널들이 각각 동일한 채널 번호

를 요구한다. 따라서, 라인업 통합기(408)는 복제된 채널 리졸버(resolver)(520) 및 충돌 채널 번호 리졸버(522)를 포함할

수 있다.

복제된 채널 리졸버(520)는 동일한 품질 레벨에서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는 다수의 튜너들에 걸쳐 복제된 채널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한가지 가능성은 통합된 라인업을 위해 "복제(duplication)"를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복제된 채널 리졸버(520)는, 나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채널을 튜닝하는데 이용가능한 2개의 튜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제1 시청 튜너(510)에 의해 선호되고 표현되는 케이블 헤드엔드(cable headend)를 갖는 아

날로그 케이블 및 디지털 안테나를 가진다. 서비스 "NBC"는 아날로그 케이블 라인업에는 채널 3일 수 있으나 "NBC"가 아

날로그 안테나에서는 채널 11일 수 있다. 사용자는 채널 3에서 EPG 내의 한 NBC만을 보나, 어느 하나가 사용되어 요청된

태스크에 대해 가용한 튜너를 매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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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구성에서는, 해결할 2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해결은, 셋업 또는 "처음 작동된(first run)"

시스템 등록 동안 발생할 수 있다. 한 경우, 2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채널들)이 동일한 채널 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제1 튜너에서 채널 번호 101은 서비스 "ESPN"인 반면, 제2 튜너에서는 채널 101이 서비스 "HSN"이다. 충돌 채널 번호 리

졸버(522)는 서비스들중 하나를 고유 채널 번호로 할당하며, 채널 인터리버(524)는 유사한 프로그램들 간에 서비스를 배

치하는 채널 번호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2개의 일치하는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튜너 상에서 서로 다른 채널 번호들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

스 "CNN"은 제1 튜너에서는 채널 12이나 제2 튜너에서는 "CNN"이 채널 204이다. 복제된 채널 리졸버(520)는 양쪽 튜너

상의 서비스를 통합된 라인업 내의 하나의 채널 번호로 매핑할 수 있으나, 다른쪽 튜너가 이미 사용중인지 여부에 기초하

여 튜너들중 하나를 태스크에 할당할 수 있다.

튜너 우선순위화기(506)는 상술한 신호 품질 검출기(508) 이외에 라인업 비교기(526) 및 채널-대-튜너 상관기(528)를 포

함할 수도 있다. 통합될 단지 2개의 튜너만 존재하는 경우에 튜너 우선순위화기(506)는 제1 시청 튜너(510) 및 제1 기록

튜너(512)를 선택할 수 있거나, 또는 통합될 튜너가 많을 때는 튜너 우선순위화기(506)가 우선순위화된 리스트, 즉 시청

튜너 리스트(514) 및 기록 튜너 리스트(506)(상술한 시청 튜너 리스트 및 기록 튜너 리스트들)를 생성한다.

라인업 비교기(526)는 리스트 상의 각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채널(라인업)의 개수에 의해 튜너 리스트를 우선순위화한

다. 이러한 유형의 우선순위화는 성능을 최적화하고 시스템 자원을 보존하는데 중요하다. 예시적인 정책은 대부분의 채널

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튜너들을 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유지할려고 한다. 즉, 정책은, 다른 튜너도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다

면 다른 튜너들 보다 많은 채널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튜너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제1 선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

을 지시한다.

채널-대-튜너 상관기(528)는 라인업 통합기(408)로부터의 입력, 즉 통합된 채널 라인업 및 복제된 채널들을 수신하거나

및/또는 시작점으로서 튜너 우선순위화기(506) 자체에 의해 생성된 우선순위화된 튜너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채널-대

-튜너 상관기(528)는 우선순위화된 리스트 상의 각 튜너를 액세스할 수 있는 채널들과 연관시킨다. 즉, 예를 들어, 튜너가

시청 튜너 리스트(514) 상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사용자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통신될 "

온 덱(on deck)"일 수 있으나, 튜너가 실제로 요청된 채널을 튜닝할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

널-대-튜너 상관기(528)는 우선순위화된 튜너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채널들을 각 튜너와 연관시킬 수 있다.

신호원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디오-비디오 액세스 품질은 우선순위화된 리스트 상의 튜너들 간에 유사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케이블/아날로그 케이블 구성이 복제된 채널들이 동일한 복사본인 것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스

플리터(splitter)가 동일한 케이블 소스를 디지털 브랜치와 아날로그 브랜치로 분할하는 경우이면, 액세스 품질은 유사 (또

는 동일)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채널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복제된 채널들은 단지 동종으로 취급될 수 있

다. 이로 인해, 이러한 복제 채널들을 다루는 경우 예시적인 TunerIE(400)는 무결절성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보다 유

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액세스 품질은 종종 동일한 채널을 튜닝하는 튜너들 간에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디지털 케이블이

동일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 또한, 셋톱 박스를 통한 신호의 경로가 품질을 다소 변경시킬 수 있다. 디지털 채널들은 또한

셋톱 박스에 의해 부과되는 IR(infra-red) "블래스팅(blasting)"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버레이를 겪는 반면, 대응하는 아

날로그 채널을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OTA NTSC 채널들을 대응하는 위성 또는 케이블 채널들과 비교

하는 경우, 품질 레벨이 종종 상이하다.

2개의 서로 다른 튜너들이 동일한 채널을 액세스하는 경우 품질 레벨이 서로 다르다면, 통합된 채널 라인업(412) 및 통합

된 EPG(414) 내에서 채널을 단지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양쪽 튜너 모두를 이용하기 위해

기초 채널들을 별개로 유지한다.

시청 튜너 리스트(514) 또는 기록 튜너 리스트(516)와 같이 우선순위화된 튜너 리스트들은 각 튜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채

널들의 개수 이외에 별개이거나 추가의 특성에 의해 더 우선순위화될 수 있다. 신호 품질 검출기(508)는, 예를 들어, 우선

순위화될 튜너들의 액세스 품질을 나타내는 사용자 입력을 측정하거나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 튜너 리스트(514) 및

기록 튜너 리스트(516)는 튜너들의 신호 품질(액세스 품질)에 의해 우선순위화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신호 품질은 제1 또

는 제2 우선순위화 기준으로 사용된다. 즉, 다수의 가중화된 소팅 특성을 포함하는 우선순위화 공식들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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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인 시청 튜너 리스트(514)의 일 구현에서, 제1 우선순위화 소트(sort)는 비디오 신호의 품질에 기초하는데, 가장 높

은 품질이 먼저이며, 제2 소트는 채널 라인업의 크기에 기초하는데 가장 큰 것이 먼저이다. 유사하게, 예시적인 기록 튜너

리스트(516)의 일 구현에서, 제1 소트는 비디오 신호의 품질에 기초하는데, 가장 높은 품질이 먼저이고, 제2 소트는 채널

라인업의 크기에 기초하는데 가장 작은 것이 먼저이다. 기록을 시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튜너 할당기(530)는 요청된 채널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없는 임의의 튜너를 기록 튜너 리스트(516)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그 후, 제1 가용 튜너를 리스트

왼쪽에 할당할 수 있다.

튜너 할당 엔진(410)은, 상술한 제1 시청 튜너(510), 제1 기록 튜너(512), 시청 튜너 리스트(514), 기록 튜너 리스트(516)

및 튜너 할당 정책(518)을 활용하는 튜너 할당기(530) 및 할당된 튜너 교환기(swapper)(532)를 포함할 수 있다. 튜너 할

당기(530)는 사용자 요청들에 대해 튜너 할당 정책(518)에 따라 튜너들을 동적으로 할당하여 통합된 채널 라인업(412)의

채널들을 보거나 및/또는 기록한다("멀티미디어 태스크(multimedia task)" 또는 단지 "태스크들"로 나타냄). 할당된 튜너

교환기(532)는 할당된 튜너를 원하는 것으로 동적으로 교환하여 새로운 태스크, 즉 이미 사용중인 튜너에 대한 새로운 태

스크의 실행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일반적으로 정책들(518)중 하나를 유지한다. 따라서, 튜너 할당 엔진(410)은, 백그라

운드에서 튜너들을 할당하고, 무결절성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518)들에 따라 그들을 교환하는 기능을 행하는

동적 자원 할당기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튜너 할당 정책들(518)

예시적인 튜너 할당 정책(518)은 디지털 미디어광들을 위해 본원에 제공된 사용자 경험의 무결절성과 강력함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정책들은 튜너 할당의 많은 양상들 각각에 대해 채용될 수 있다.

다수의 튜너들의 소정 구성에 대해서는 간단한 정책만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아래에서 설명되며, 후속하여 시청, 기록, 채

널 서핑 등과 같이 특정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에 적용가능한 보다 상세한 예시적인 정책들이 설명된다.

동종 튜너 구성

이 구성에서는, 임의적인 동종의 제1 시청 튜너(510)를 선택하고 그 후 제1 기록 튜너(512)에 대한 다른 동종 튜너를 선택

함으로써 튜너 우선순위화기(506)가 튜너 할당 정책(518)을 단순화시킨다. 모든 튜너가 동일하고 우선 튜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튜너 구성에서의 특별한 경우들을 다룰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제1 시청 튜너(512) 및 제1 기록 튜너

(512)를 선택함으로써, 정책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백그라운드 기록이 한 튜너를 사

용하도록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으면서 라이브 TV가 다른 튜너를 사용하도록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도록 결정을 단순화시

키기 때문이다.

이종의 해체된 튜너 구성

이 구성에서는, 통합될 튜너들의 개수가 작다면, 제1 시청 튜너(510)와 제1 기록 튜너(512)를 선택하는 것이 상관없을 수

있다. 이는, 각 채널이 한 튜너/헤드엔드 상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들은 요청된 채널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다른 튜너들을 "필터링(filter out)"할 수 있다.

통합된 EPG에 대한 예시적인 정책들("통합된 가이드")

본원에 설명된 예시적인 구성에 있어서, 가이드는 채널들과 그들의 연관된 EPG를 인터리빙하거나 또는 집합적인 EPG 데

이터의 소정의 다른 결합에 의해 병합될 수 있다. 고유 채널들 및 그들의 연관된 EPG 데이터는 물론 채널의 순서로 자신에

게 나타난다. 채널 넘버링(channel numbering) 충돌은 이상적으로는 시작부터 해결된다.

● 이종의 해체된 구성들: 가이드는 효과적으로 인터리빙된다. 이러한 구성에서, 제2 튜너는 종종 제한된 채널 수를 갖는

ATSC이다. 따라서, 인터리빙된 채널들은 예를 들어 7, 7.1, 7.2, 8, 9 등일 수 있다.

● 이종의 서브세트된 구성들: 가이드는 제1 시청 튜너(510)에 대한 라인업만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내부적으로 라인업들

이 병합되나, 병합된 EPG(414) 내에서 사용자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없다.

● 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구성들: 가이드는 모든 채널들의 결합을 나타낸다. 복제 채널들이 병합된다. 고유 채널들은

채널 번호의 자연스러운 순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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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서핑에 대한 예시적인 정책들

채널 서핑은 자주 가이드를 따른다.

● 이종의 해체된 구성들: 서핑은 조용히 튜너 사이를 호핑(hop)하고 이어서 가이드 내의 채널들의 순서를 호핑한다.

● 이종의 서브세트된 구성들: 대부분의 라이브 TV 시청은 제1 시청 튜너(510)를 사용한다. 사용자는 어느 튜너가 활용될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제1 시청 튜너(510)의 라인업을 단지 서핑한다.

● 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구성들: 복제된 채널로 튜닝할 때 제1 시청 튜너(510)가 사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청된 채

널에 액세스하는 튜너가 사용되며, 이어서 채널 순서가 가이드에 나타난다.

기록 태스크들에 대한 예시적인 정책들

기록이 시작되는 경우 튜너들을 할당하거나 또는 기록이 스케줄되는 경우 튜너를 예약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이 사용될

수 있다.

● 단지 하나의 튜너가 요청된 채널에 액세스하면, 그 후 튜너 할당기(530)는 그 튜너를 사용한다.

● 하나 이상의 튜너가 요청된 채널에 액세스하면, 제1 기록 튜너(512)가 가용하다면 사용된다.

● 제1 기록 튜너(512)가 사용중이면, 그 후,

● 다른 튜너가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갖는다면, 그 후 다른 튜너가 이용가능하다면 사용될 수 있다.

● 다른 튜너들이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가지지 않으면, 그 후 튜너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자 확인을 요청한다. 일 구현에

서, 요청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가 있다면 확인만이 요청된다. 정당한 사용자는 보다 높은 품질의 튜너로 기록을 개시하는

사용자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사용자가 먼저 소정의 프로그램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한다. (어떤 이유에서이던지)

보다 높은 품질의 튜너가 기록하는데 가용하지 않고 보다 낮은 품질의 튜너가 이용가능하다면, 그 후, 이 경우에는 시스템

은 승인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요청된 채널에 액세스하는 모든 튜너가 사용중인 경우, 그 후 "이용가능하지 않은 튜너들" 메시지를 표시하거나(신규모

집될 튜너가 바쁘게 작업하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튜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사용자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조

건을 수용하도록 사용자 경험이 바뀐다.

● 이종의 서브세트된 구성들: 튜너 할당기(530)가 복제된 채널들에 대해 먼저 제1 기록 튜너(512)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

는 제1 시청 튜너(510)를 시청 요청들에 대해 보다 자주 이용가능하게 유지한다. 물론, 한정된 튜너 세트가 존재하면 제2

중복 기록이 제1 시청 튜너(510)를 사용할 수 있다.

● 튜너들 간에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갖는 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구성들: 바로 위와 동일한 정책이 사용될 수 있다.

● 튜너들 간에 동등하지 않은 액세스 품질을 갖는 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구성들: 튜너 할당기(530)는 디폴트로 제1

시청 튜너(510)로 라이브 TV를 시청한다. 그러나, 튜너들이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자

가 있다면, 상술한 바와 같이 다른 튜너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 확인이 요청된다.

이미 방송중인 프로그램을 기록하기 위한 예시적인 정책들

튜너 할당 정책(518)은 기록 정책들에 대해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이종의 서브세트된 구성들: 제1 시청 튜너(510)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제1 시청 튜너(510)가 현재 동일한 채널을 시청

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제1 시청 튜너(510)와 교환되고 제1 기록 튜너(512)가 사용된다. 즉, 기록을 개시하는 사용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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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록을 개시할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있고 이에 대해 사용중인 튜너가 제1 시청 튜너(510)이면, 그 후 사용자의 시

청 경험은 제1 기록 튜너(512)로 교환될 수 있고 기록은 제1 기록 튜너(512)로 시작된다. 이는 제1 시청 튜너(512)를 다른

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한다.

● 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구성들: 액세스 품질이 튜너들 간에 다르다면(구성/설정 UI를 통하거나 시동시 소정의 UI를

통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튜너 할당기(530)는 2개 튜너들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교환할 수 없다. 사용자 인터페

이스(404)는 예시적인 메시지 "요청된 채널이 당신의 위성 튜너를 사용하여 채널 383에서 기록될 수 없으나 요청된 채널

은 당신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NBC를 사용하여 기록될 수 있다"와 같은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기록하는 동안 채널을 서핑하기 위한 예시적인 정책들

요청된 튜너가 사용중인 시나리오들을 제공하는데 오버레이 모델(overlay model)이 사용될 수 있다. UI(404)는 튜너가

기록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고 적절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오버레이는 TV 경험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

에, 그의 표시는 추가의 채널 변경/서핑을 방해하지 않는다. 대안적으로, "이용가능한 튜너없음" 환경이 예를 들어 모달 다

이알로그 접근법(modal dialogue approach)에서 추가의 채널 서핑을 막을 수 있다.

● 단지 하나의 튜너가 요청된 채널을 가지면, 그 후 튜너 할당기(530)는 그 튜너를 사용한다.

● 목적지 채널에서 현재 기록중인 튜너가 존재하면, 그 후 그 튜너를 사용한다(즉, 필요한 경우 교환을 사용함).

● 하나 이상의 튜너가 요청된 채널을 가지면, 그 후 가용하면 제1 시청 튜너(510)를 사용한다.

● 제1 시청 튜너(510)가 사용중이면, 그 후,

● 다른 튜너가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가지면, 그 후 가용하다면 다른 튜너를 사용한다.

● 다른 튜너가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가지지 않으면, 그 후 튜너 교환을 위해 사용자 확인을 얻는다.

● 채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튜너들이 사용중이면, 그 후, "튜너 사용중"이라는 오버레이를 표시한다.

● 이종의 서브세트된 구성들: 임의의 복제된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사용중인 튜너로 채널을 튜닝하는 경우, "

튜너가 사용중임"이라는 오버레이가 표시된다.

● 이종의 서브세트된 구성들: 튜너 할당기(530)가 가능한 경우 제1 시청 튜너(510)를 사용한다. 제1 시청 튜너(510)가 사

용중이면, 그 후 튜너 할당기(530)는 가능한 경우 다른 튜너를 사용한다(즉, 복제된 채널들에 대해).

● 튜너들 간에 동등하지 않은 액세스 품질을 가진 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구성들: 액세스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튜너

할당기(530)는 튜너들 간에 자동적으로 교환할 수 없다. 그러나, "튜너 사용중" 오버레이는 복제된 채널로 빠르게 이동하

기 위한 정보 및 옵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한 튜너에서 다른 튜너로 기록을 이동시키는 것을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확인한 것과 동등하다.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확인이 요청된다.

라이브 TV를 시작하기 위한 예시적인 정책들

이 정책들은 채널 서핑에 대한 정책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최종 시청된 것에 대한 디폴트가 고려됨:

● 단지 하나의 튜너가 요청된 채널을 가지면, 그 후 튜너 할당기(530)는 그 튜너를 사용한다.

● 목적지 채널에서 현재 기록중인 튜너가 존재하면, 그 후 튜너 할당기(530)는 그 튜너를 사용한다.

● 하나 이상의 튜너가 요청된 채널을 가지면, 그 후 튜너 할당기(530)는 가용하면 제1 시청 튜너(510)를 사용한다.

● 제1 시청 튜너(510)가 사용중이면, 그 후,

● 다른 튜너가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가지면, 그 후 자동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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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튜너가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가지지 않으면, 그 후 튜너 교환을 위해 사용자 확인이 요청된다.

● 채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튜너들이 사용중이면, 그 후, "튜너 사용중"이라는 오버레이를 표시한다.

튜너 교환을 위한 예시적인 정책들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기록하고 있는 채널로 사용자가 튜닝을 시도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기록중인 채널로부터 벗어나려

고 튜닝하는 경우의 상황을 커버한다.

● 이종의 해체된 구성들: 채널 라인업들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상호 배타적이다.

● 튜너들 간에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갖는 이종의 서브세트된 구성들: 튜너 할당기(530)는 기록하고 있는 튜너로 교환한

다. 기록하는 동안 벗어나도록 튜닝되는 경우, 자유로운 튜너로의 스위칭 보다는 자유로운 튜너 상의 이용가능한 채널로의

튜닝.

● 튜너들 간에 동등한 액세스 품질을 갖는 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구성들: 튜너 할당기(530)는 기록중인 튜너로 교환

한다. 기록하는 동안 벗어나도록 튜닝되는 경우, 자유로운 튜너로의 스위칭 보다는 자유로운 튜너 상의 이용가능한 채널로

의 튜닝.

● 튜너들 간에 동등하지 않은 액세스 품질을 갖는 이종의 서브세트되지 않은 구성들: 액세스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자가 셋업 또는 구성/설정 UI를 통해 승인하지 않으면 튜너 할당기(530)는 튜너들을 자동적으로 교환할 수 없다. "튜너 사

용중"이라는 오버레이는 다른 튜너로의 교환을 위한 옵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방법들

도 6은 다수의 이종 멀티미디어 튜너들을 통합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600)을 도시한다. 흐름도에서, 동작들은 개별적인

블록들로 요약된다. 동작들은 하드웨어 및/또는 예시적인 UXE(202)의 예시적인 TunerIE(400)와 같은 프로세서 또는 엔

진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기계 판독가능한 명령어들(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로 수행될 수 있다.

블록 602에서, 튜너의 구성은, 예를 들어 예시적인 TunerIE(400)의 튜너 검출기(502)에 의해 식별된다. 개별적인 튜너의

식별은 예를 들어 튜너 드라이버들이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일 구현에서, 사용자는 시스템 셋업동안 설치

된 멀티미디어 튜너들의 개수 및/또는 유형에 대해 폴링한다. 예시적인 TunerIE(400)이 접속된 튜너들을 목록화하면, 튜

너 세트는 표 1 및 2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과 연관될 수 있다. 구성은 세트 내의 튜너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액세스 품질 또는 그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채널들의 수와 같이 소정의 선택된 특성에 대해 서로 관련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블록 604에서, 튜너 할당 정책들이 식별된 구성에 할당된다. 할당된 튜너 할당 정책들은 멀티미디어 태스크들, 즉 통합된

라인업 내의 채널들로 시청 및/또는 기록하고, 채널을 서핑하는 것 등에 대한 요청들에 응답하여 식별된 튜너들의 할당 및

교환을 좌우한다.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종래의 멀티미디어 사용자 경험들과 비교하면 무결절성이고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예를 들어 튜너들이 가까운 장래에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높은 액세스 품

질을 전달하는 튜너를 먼저 사용하거나 및/또는 최소 대역폭을 갖는 튜너가 먼저 사용되도록 유연하게 튜너들을 할당하는

정책들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들은 항상 가장 높은 액세스 품질을 제공하면서 잠재적인 미래의 태스

크를 위해 보다 강력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남겨 둠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강화시킨다. 예시적인 UXE(202)는, 태스크들

에 효율적으로 할당될 수 있고 실시간 교환될 수 있는 다수의 이종 튜너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디지털

미디어광을 위한 필적할 수 없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도 7은 사용자 경험을 가능케하기 위해 튜너들을 할당하는 예시적인 방법(700)을 나타낸다. 흐름도에서, 동작들은 개별적

인 블록으로 요약된다. 흐름도에서, 동작들은 개별적인 블록들로 요약된다. 동작들은 하드웨어 및/또는 예시적인 UXE

(202)의 예시적인 TunerIE(400)와 같은 프로세서 또는 엔진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기계 판독가능한 명령어들(소프트웨

어 또는 펌웨어)로 수행될 수 있다.

블록 702에서, 멀티미디어 튜너들과 연관된 다양한 채널 라인업이 통합된 채널 라인업으로 통합된다. 예시적인 TunerIE

(400)의 라인업 통합기(408)는 채널들을 인터리빙하고, 다수 튜너들에 걸쳐 복제되는 채널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라인업

공개특허 10-2007-0051251

- 21 -



들에 걸친 충돌하는 채널 번호들을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라인업 통합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얻어진 통합된 채널 라인

업은 사용자의 시청 및 기록 요청들을 충족시키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불규칙성을 인지하지 않고, 통합된

라인업의 채널들을 서핑하고, 다수의 기록 태스크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다수의 기록 태스크들과 동시에 시청을 수행하는

것 등, 할당 정책들에 따라 다수의 이종 튜너들을 조직화하고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다수

의 이종 튜너들이 무결절성으로 맞물리고 백그라운드에서 분해된다.

따라서, 블록 704에서, 정책들에 따라 다수의 튜너들중 적어도 일부가 통합된 라인업의 시청 및 기록 태스크들로 동적으로

할당된다. 튜너 할당 엔진(410)은 튜너 할당을 간단히 하고 교환을 통해 제1 시청 튜너(510) 및 제1 기록 튜너(512)를 가

능한 한 자유롭게 유지한다. 태스크가 요청되는 경우, 제1 시청 튜너(510) 및 제1 기록 튜너(512)가 먼저 사용될 수 있어,

많은 정책 및 의사결정 계산들이 간단하게 된다.

대안적으로, 튜너 할당 엔진(410)은 정책 및 동작을 간단히 하기 위해 우선순위화된 시청 튜너 리스트(514) 및 우선순위화

된 기록 튜너 리스트(516)를 가질 수 있다. 소정의 태스크에 대해 튜너가 필요한 경우, 요청된 채널을 튜닝할 수 있는 적절

한 리스트 상의 가장 높은 튜너가 추가의 수고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빠른 동작 및 세련된 튜너 할당 정책(518)이

가능하게 된다.

블록 706에서, 하나 이상의 할당된 튜너들은 착신 요청들에 응답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튜너들과 교환된다. 교환은 즉, 튜

너들중 하나에 대한 할당된 태스크 도중에 정책을 충족시키거나 요청된 태스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순식간에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은 대역폭을 갖는 튜너가 역시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대역폭을 갖는 튜너들

을 자유롭게 유지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록 요청의 무거운 부하는 최상의 시청 튜너들중 몇몇이 기록 태스크들로 보충

- 교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시적인 방법(700)이 예시적인 UXE(202)에 의해 구현되는 경우, 조정된 이종 튜너들의 힘은, 튜너의 무결절성 자동 할

당 및 전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보다 많은 멀티미디어 태스크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UX를 제공한다.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 환경

도 8은 본 발명의 양상들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으로서 적절한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예시적

인 컴퓨팅 장치(800)는 도 3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이 홈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위한 허브 또는 서버의 양상들을 수행하

거나 그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의 컴포넌트들은 프로세싱 유닛(822), 시스템 메모리(830), 및

시스템 메모리(830)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스템 컴포넌트들을 프로세싱 유닛(822)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버스(821)를 포함

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821)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제어기를 포함하는 버스 구조의

몇몇 유형들중 임의의 것, 주변장치 버스, 및 다양한 버스 아키텍처 중의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로컬 버스일 수 있다. 한정

이 아니라 예로서, 그러한 아키텍처는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MCA(Micro Channel Architecture)

버스, EISA(Enhanced ISA) 버스,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로컬 버스, 및 메자닌(Mezzanine)

버스로도 알려진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는 다양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예시적인 컴퓨터

장치(80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가능한 매체일 수 있으며, 휘발성 및 불휘발성 매체, 착탈식 및 비착탈식

매체 모두를 포함한다. 한정이 아니라 예로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해 임의

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되는 휘발성 및 불휘발성, 착탈식 및 비착탈식 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RAM, ROM,

EEPROM, 플래쉬 메모리 또는 기타 메모리 기술, CD-ROM, DVD(digital versatile disk) 또는 기타 광학 디스크 저장장

치, 자기 카세트,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장치, 또는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에 의해 액

세스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신 매체는 반송파 또는 기타 전송 메카니즘 등의 변조된 데이터 신호에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

듈, 또는 다른 데이터를 포함하며,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변조된 데이터 신호"라는 용어는 신호 내에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설정되거나 변화된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 예로서, 통신 매체는 유선 네

트워크 또는 직접 유선 접속 등의 유선 매체와, 음향, RF, 적외선 및 기타 무선 매체 등의 무선 매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

정되지 않는다. 상술한 것들 중의 임의의 조합이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스템 메모리(830)는 ROM(831) 및 RAM(832) 등의 휘발성 및/또는 불휘발성 메모리의 형태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

한다. 시동중과 같은 때에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 구성요소들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루틴을 포함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833; BIOS)은 일반적으로 ROM(831)에 저장된다. RAM(832)은 프로세싱 유닛(822)에 즉시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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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고 및/또는 프로세싱 유닛(822)에 의해 현재 작동되는 프로그램 모듈 및/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한정이 아니라

예로서, 도 8은 RAM(832), 운영 체제(8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835), 기타 프로그램 모듈(836), 및 프로그램 데이터

(837)를 도시한다. 예시적인 미디어 네트워크의 소정의 컴포넌트들이, 예시적인 UXE(user experience engine)(202)의

컴포넌트들과 같이 RAM(832) 내의 소프트웨어로서 도시되지만, 예시적인 미디어 네트워크의 다른 구현들은 하드웨어 또

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들일 수 있다.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는 또한 다른 착탈식/비착탈식, 휘발성/불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단지 예

로서, 도 8은 비착탈식 불휘발성 자기 매체에 대해 판독 또는 기록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841), 착탈식, 불휘발성 자기

디스크(852)에 대해 판독 또는 기록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851), 및 CD-ROM 또는 기타 광 매체와 같은 착탈식 불휘

발성 광학 디스크(856)에 대해 판독 또는 기록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855)를 예시한다. 예시적인 운영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착탈식/비착탈식, 휘발성/불휘발성 컴퓨터 저장 매체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 DVD

(Digital versatile disk),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고상 RAM, 고상 ROM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드 디스

크 드라이브(841)는 인터페이스(840)와 같은 비착탈식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821)에 접속될 수 있고, 자

기 디스크 드라이브(851)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855)는 인터페이스(850)와 같은 착탈식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의해 시

스템 버스(821)에 접속된다.

앞서 기술되고 도 8에 도시된 드라이브 및 그의 관련 컴퓨터 저장 매체는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를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기타 데이터의 저장을 제공한다. 도 8에서,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841)는 운영 체제(8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845), 기타 프로그램 모듈(846), 및 프로그램 데이터(847)를 저장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주의할 점은, 이들 컴포넌트는 운영 체제(83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835), 기타 프로그램 모듈(836),

및 프로그램 데이터(837)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운영 체제(844),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845), 다

른 프로그램 모듈(846), 및 프로그램 데이터(847)는 최소한 다른 복사본(different copies)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번

호를 부여하였다.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마우스, 트랙볼, 또는 터치 패드라 불리우는 포인팅 장치(861) 및 키보드(862)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에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은) 기타 입력 장치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입력 장치 및 그외의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에 연결된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860)를 통해 종종 프로세싱 유닛(822)에 접속되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트 또는

USB와 같은 기타 인터페이스 및 버스 구조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모니터(891)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또

한 비디오 인터페이스(890)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821)에 접속된다. 모니터(891) 이외에도, 컴퓨터는 또한

출력 주변장치 인터페이스(895)를 통해 접속될 수 있는 스피커(897) 및 프린터(896) 등의 기타 주변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는 원격 컴퓨터(880)와 같은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터로의 논리적 접속을 이용한 네트워크 환

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880)는 개인용 컴퓨터,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peer) 장치, 또는 기타 일반

네트워크 노드일 수 있으며, 비록 도 8에는 메모리 저장 장치(881)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에 관

하여 상술한 구성요소 중 다수 또는 모든 구성요소를 종종 포함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논리적 접속은 근거리 통신망

(LAN; 871) 및 원거리 통신망(WAN; 873)을 포함하지만, 그 외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사무실, 기업 광역 컴퓨터 네트워크(enterprise-wide computer network),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L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870)를 통해

LAN(871)에 접속된다. WAN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는 인터넷 등의 WAN(873)을

통해 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모뎀(872)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872)은 사용자 입

력 인터페이스(860) 또는 기타 적절한 메카니즘을 통해 시스템 버스(821)에 접속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800)에 관하여 도시된 프로그램 모듈 또는 그 일부분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한정이 아니

라 예로서, 도 8은 메모리 장치(881)에 상주하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885)을 도시한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들간의 통신 링크를 구축하는 그 외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결 론

이종 멀티미디어 튜너들을 통합하기 위한 예시적인 시스템들이 앞서 설명되었다. 상술한 본원 발명중 일부는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로 구현될 수 있다. 소정의 구현에서, 예시적인 시스템 및 관련된 방법은 컴퓨

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어들의 일반적인 문맥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또는 특정 추상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객체,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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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링크되는 원격 프로세싱 장치들에 의해 무선 통신을 통해 태스

크들이 수행되는 분산 통신 환경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메모리 저장 장치를 포함하

는 로컬 및 원격 통신 장치 저장 매체 모두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이 구조적 특징 및/또는 방법적인 액트에 특정된 언어로 설명되었지만,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이 반드

시 상술한 특정 특징 또는 액트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오히려, 상술한 특정 특징 및 액트들은

청구항의 발명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형태로 개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면들에서, 참조번호의 맨좌측 숫자(들)는 참조번호가 처음 나타난 도면

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도면들에서의 동일한 참조번호의 사용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들을 나타낸다.

도 1은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조정되지 않은 컴포넌트들의 종래의 배열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다수의 이종 튜너들을 통합하기 위해 예시적인 UXE(user experience engine)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PVR

(personal video recorder)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다수의 이종 튜너들을 통합하기 위해 예시적인 UXE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홈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도

면.

도 4는 도 2 및 도 3의 예시적인 UXE를 보다 자세하게 나타내는 블록도.

도 5는 예시적인 UXE의 예시적인 튜너 통합 엔진의 블록도.

도 6은 다수의 이종 멀티미디어 튜너들을 통합하는 예시적인 방법의 흐름도.

도 7은 사용자 경험을 가능케하는 튜너들을 할당하는 예시적인 방법의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컴퓨팅 장치 환경의 블록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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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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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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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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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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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공개특허 10-2007-0051251

- 2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11
 발명의 상세한 설명 1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4
도면 24
 도면1 25
 도면2 26
 도면3 26
 도면4 27
 도면5 27
 도면6 28
 도면7 28
 도면8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