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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제어 장치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피제어 장치의 업데이트 여부를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업데이트를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업데이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네트워크상의 디바이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

트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에서의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장치가 상기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필

요한 업데이트 서버 위치,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상기 제어장치가 상기 디바이스의 업데이트 정보를 참

조하여 상기 업데이트 서버로부터 업데이트 필요 유무를 조회하는 과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제어장치가 상기 디바

이스를 제어하여 디바이스들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제어장치가 피제어 장치들의 업데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제어 장치들의 업데이트 가능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피제어 장치들의 소프트웨어

를 업데이트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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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3은 UPnP 네트워크 상에서 장비들간의 관계와 동작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4는 UPnP가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디스크립터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의 일 실시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경우에 있어서 제어장치와 피제어 장치 사이의 업데이트 절차를 보이는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경우에 있어서 제어장치와 피제어 장치 사이의 업데이트 절차를 보이는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경우에 있어서 제어장치와 피제어 장치 사이의 업데이트 절차를 보이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하는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제

어 장치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피제어 장치의 업데이트 여부를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하

는 업데이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홈 네트워크 혹은 로컬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제어 장치(control device)의 디스플레이 유닛(User Interface)만을 통해

서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들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지는 장치들이 점차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및 프린터는 물론이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A/V 기기들 까지도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지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지는 제품들에 있어서, 제품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감에 따라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

경에 대한 요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디바이스A(102), 디바이스C

(104)는 인터넷(106)에 직접 접속되어 있고, 디바이스B(106)는 네트워크(108)를 통해서 디바이스C(104)에 접속되어 있

다. 한편,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업데이트 서버(112)가 인터넷(108)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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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A(102)는 인터넷(106)에 접근해서 직접 업데이트 서버(110)에 접근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B(106)는 디바이스C

(104)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업데이트 서버(112)에 접근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사용자가 디바이스A(102) 및 디바이스C(104)의 디스플레이 유닛(102a, 104b)을 통해 각 장

치의 업데이트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업데이트를 제어하게 된다.

1. 디바이스A(102)의 업데이트

사용자는 디바이스A(102)의 디스플레이 유닛(102a)을 통해서 디바이스A(102)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확인한다. 이때 디바

이스A(102)는 주기적 혹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업데이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108)을 통해 업데이트 서버

(112)에 액세스하고, 그 결과를 디스플레이 유닛((102a)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만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사용자는 리모콘 등의 입력 장치(110)를 통하여 업데이트 명령을 디바이스A(102)에 전달한

다.

업데이트 명령이 전달되면, 디바이스A(102)는 업데이트 서버(112)에서 업데이트를 위해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업

데이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디스플레이 유닛(102a)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2. 디바이스B(106)의 업데이트

디바이스B(106)는 디스플레이 유닛을 가지고 있지 않은 디바이스로서 컴퓨터와 같이 디스플레이 유닛을 갖고 있는 디바

이스C(104)의 도움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C(104)의 디스플레이 유닛(104a)을 통해서 디바이스B(106)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확인한다. 이때 디바

이스C(104)는 주기적 혹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업데이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108)을 통해 업데이트 서버

(112)에 액세스하고, 그 결과를 디스플레이 유닛((104a)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만일, 업데이트 필요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리모콘 등의 입력 장치(110)를 통하여 업데이트 명령을 전달한다.

업데이트 명령이 전달되면, 디바이스C(104)는 업데이트 서버(112)에서 업데이트를 위해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다

운 받은 파일을 전용의 전송 도구 및 전용의 전송 방법을 이용하여 디바이스B(106)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와 같은 종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 디바이스B(106)와 같이 디스플레이 유닛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디바이스에 의해 제어 받는 장치의 경우에는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디바이스B(106)와 같이 글로벌 네트웍 예를 들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종래의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각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 필요 유무를

직접 조회하여 최신의 상태로 업데이트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므로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디바이스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업

데이트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다른 한편으로 종래의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정보화 기술에 익숙한 자 즉, 컴퓨터와 같이 다른 디바이

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의 조작 능력이 뛰어난 사용자만이 디바이스B(106)와 같은 장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화, 간략화 할 수 있는 개선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제

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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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네트워크상의 디바이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에서의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장치가 상기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필요한 업데이트 서버 위

치,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상기 제어장치가 상기 디바이스의 업데이트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업데이트 서버로부터 업데이트 필요 유무를 조회하는

과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제어장치가 상기 디바이스를 제어하여 디바이스들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네트워크는 Universal Plug and Play 와 같은 공통된 규약을 따르는 장비간의 연결이고, 상기 업데이트 서버

정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는 디바이스 디스크립션(device description)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특징들 및 장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사한 참조부호는 유사한 부재를 나타내며, 설명의 간략함을 위해 그 상세한 구성

및 동작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은 네트워크상의 장치들이 각각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필요한 정보(업데이트 정보)를 소유하며, 소유한 업데이

트 정보를 제어장치에 제공하고, 제어장치는 각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 정보를 참조하여 각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 필요

유무를 해당 업데이트 서버에 조회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제어장치의 제어 하에 각 디바이스들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한다.

여기서, 각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 정보는 적어도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위

치(URL Universal Resource Location), 해당 디바이스에서 업데이트되어야 할 소프트웨어의 버전 정보를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디바이스들

(202 ~ 206)은 네트워크(200) 상에 위치하며, 고유의 업데이트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업데이트 정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디바이스 디스크립션(device description)에 포함되는 것일 수 있으며, 업데이트 서버에 관한 정보 및 업데이트

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버전 정보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를 제어하는 디바이스C(206)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 정보를 수록

하고 있다. 디바이스C(206)는 수록된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업데이트 서버(214)에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조회한다. 조회 결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디스플레이 유닛을 통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

의 업데이트 명령에 응답하여 해당 디바이스의 업데이트에 필요한 업데이트 절차들 즉, 필요한 파일의 다운로드 및 전송,

업데이트 절차의 관리 등을 수행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있어서는, 디바이스C(206)가 네트워크 디바이스들

의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표시하므로 사용자가 일일이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업데이

트 필요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 디바이스 쪽으로 집중시켜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할 수 없는 장치에게 업데이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에서는 디바이스C(206)가 사용자의 업데이트 명

령에 따라 디바이스C(206)가 디바이스의 업데이트 절차를 통괄적으로 제어하게 되므로 컴퓨터와 같이 다른 디바이스들을

제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용자도 용이하게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디바이스들이 자신의 상태를 다른 디바이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며, 제어장치

의 제어 하에 동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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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UPnP(Universal PnP)는 정보가전, 무선통신장치, PC 관련 장비 등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장치와 서비스

간의 쉽고도 편리한 통신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UPn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MS윈도우의 주변장치 접속을 위해 채

택한 PnP를 보다 다양한 장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기술이다. UPnP는 장비간의 1대1통신(Peer-to-Peer)을 기반

으로 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TCP/IP)를 이용해 그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UPnP를 지원하는 장비는 제어의 주체에 따라 제어장치(control device)와 피제어 장치(controlled device)로 구분된다.

제어장치는 다른 장비를 검색하거나 제어하며, 피제어 장치는 제어장치에서 전달되는 명령을 수행한다.

도 3은 UPnP 네트워크 상에서 장비들간의 관계와 동작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제어장치는 다른 피제어 장치들을

찾아주고 이 장비들을 제어한다. 피제어 장치는 고유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예를 들어 VCR의 경우 재생, 녹화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어장치에서 명령이 오면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 또한, UPnP를 지원하지 않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브릿지라는 프로토콜 변환기를 통하여 UPnP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도 4는 UPnP가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소지정(addressing); UPnP는 IP기반의 네트워크이므로 장비들마다 IP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IP의 할당이 제일 먼저

수행된다. 장비가 처음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DHCP 서버를 검색하여 IP를 할당 받으며 이때 각 장비들을 모두 DHCP 클

라이언트가 된다.

-장비검색(Discovery); 주소지정을 통해 각 장비들이 IP를 부여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어하고자 하는 장비들을 검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어장치에서는 SS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비를 검색한다. 제어장치는 관심 있는

장비들을 검색하고 피제어 장치는 이에 응답한다. 피제어 장치에서는 자신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 자동으로 타 장비

들에게 접속된 사실을 알려주고 주기적으로 접속의 지속여부를 알려준다.

-장비명세(Description); 장비를 발견하게 되면 각 장비마다 수행할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어장치에서 피제어 장치를 발견하면, 피제어 장치에서는 장비에 대한 명세가 들어있는 URL을 보내고, 제어장치에서 XML

문서로 된 장비명세를 가져온다. 이 문서에는 제조사 정보, 제품정보(모델, 시리얼 번호,,,), 서비스 목록 등이 담겨있다.

-제어(Control) ; 제어장치는 피제어 장치에서 장비명세를 가져와 기술되어 있는 장비의 서비스를 분석한 후, 피제어 장치

에게 적절한 명령(Action)을 보내어 제어한다.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XML/SOAP이다.

-이벤트 처리(Eventing); 홈 네트워크에서는 주변 환경에 다라서 장비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사용자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UPnP에서는 이벤트를 정의하고 있다. 제어장치는 피제어 장치

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피제어 장치는 자신의 상태가 변화할 때 제어장치에게 이벤트 메시지를 전달한

다. 이벤트는 (이름, 값)의 쌍으로 되어 있으며, 이벤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XML 형식의 GENA라는 프로토콜이다.

-장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Presentation); 제어장치에서는 피제어 장치의 HTML Page를 읽어 들일 수 있다. 이 HTMP

Page는 장비의 사용에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장비를 제어하거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하여 장비명세(device description)에 해당 디바이스의 업데이트 정보

즉, 업데이트 서버, 업데이트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버전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디스크립터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5를 참조

하면 업데이트 서버에 관련된 URL(502) 및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504)가 표시되고 있다.

도 4에 도시된 장비명세 프로세스에서 각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에 필요한 업데이트 정보들이 제어장치에 수록된다. 제어

장치는 수록된 디바이스 업데이트 정보를 참조하여 각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 서버에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조회하게 된

다. 조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CGI(Common Gateway Interface)를 사용하는 방법

이 고려될 수 있다.

CGI script는 동적인 웹사이트를 위해서 쓰이는 기술이며, 예를 들면, 카운터, 방명록, 게시판, 주문신청서 등의 것들이 대

부분 CGI script로 되어 있다. 고객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위하여 CGI scripts를 자신의 cgi-bin 디렉토리에 두고서 운용할

수 있으며 따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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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가 어떤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업데이트 서버에게 업데이트 정보 즉, 해당 디바이스의 제품명, 소프트웨어 명칭,

그리고 버전 번호를 가지는 CGI script를 HML 형식으로 전송하면, 해당 업데이트 서버는 수신된 업데이트 정보를 참조하

여 해당 디바이스의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먼저, 제어 장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 정보를 획득한다.(s602)

제어장치는 디바이스들의 업데이트 정보들을 참조하여 각 디바이스의 해당 업데이트 서버에게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조회

한다.(s604)

업데이트가 필요하면(s606), 제어 장치는 디스플레이 유닛을 통해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s608)

사용자는 제어 장치의 디스플레이 유닛을 통해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입력 장치를 통하여 업데이트 명령을 입력

한다.(s610)

업데이트 명령이 입력되면 제어 장치는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통하여 업데이트 절차를 수행한다.(s612) 구체적으로, 제어

장치는 업데이트 서버로부터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될 디바이스에 제공하고, 디바이스는 제

공된 파일들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어 장치에게 통지한다.

제어 장치는 디스플레이 유닛을 통하여 업데이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s614)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의 일 실시예를 보이는 것으로서, 디바이스A(702)를 통하여 업데이트 서

버(718)에 액세스하는 예를 보이는 것이다.

UPnP 등의 홈 네트워크(700) 상에서 이더넷(ethernet) 혹은 IEEE1394등의 네트워크 링크(706)를 통해 묶인 Device A

(702), Device B(704), 제어장치(708)들 중에서 Device A(702)는 직접 인터넷(714)에 접속하여 업데이트 서버(718)에

서 해당 디바이스의 업데이트 정보 및 업데이트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사용자는 제어장치(708)의 디스플레이 유닛(708a)을 통해서 주변 디바이스들(702, 704)의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Device A(702)가 업데이트가 가능할 때 제어장치(708)는 디스플레이 유닛(708a)에 업데이트 정보(706b, 706c)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이를 보고서 업데이트 명령을 리모콘 등의 입력 수단(710)을 이용하여 제어장치(706)에 보내면, 제어장치(718)

는 로컬 네트워크(706)을 통해서 Device A(702)의 업데이트에 필요한 업데이트 절차를 수행한다. 업데이트 진행 상황이

나 결과(708d)는 제어장치(708)의 디스플레이 유닛(708a)을 통해 표시된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경우에 있어서 제어장치와 피제어 장치 사이의 업데이트 절차를 보이는 것이다.

Device A(702)은 주기적으로 Internet(714)를 통해 디바이스의 업데이트 서버(718)에 접속하여 업데이트 필요성을 체크

한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제어장치(708)에게 Update available 메시지(802)를 보낸다. 이는 UPnP에서 벤더의 고유 변수를

통해 이벤트를 보냄으로 구현 가능하다.

제어장치(708)는 디스플레이 유닛(708a)을 통해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가능성을 표시해준다.

사용자는 리모콘, 키보드, 터치패드,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710)를 통해 업데이트를 지시한다

제어장치(708)는 Device A(702)로 Update Grant 메시지(804)를 보내서 업데이트 시작을 지시한다.

Device A(702)는 업데이트 서버(718)를 통해 업데이트를 시작하고 진행과정을 Update Status 메시지(806)를 통해 제어

장치(708)에 전달하며, 제어장치(708)는 이를 디스플레이 유닛(708a)을 통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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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데이트가 끝나면 Update Complete 메시지(808)를 제어장치(706)에게 보내어 종료를 알린다. 이러한 업데이트 절

차는 UPnP에서 벤더 고유의 변수를 이용해 이벤트를 발생시킴으로써 구현 가능하다. 업데이트 중에 제어장치(706)로부

터 Device A(702)로의 기타 작업은 억제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것으로서, 제어장치가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경

우를 보이는 것이다.

UPnP 등의 홈 네트워크(900) 상에서 이더넷 혹은 IEEE1394등의 네트워크 링크(906)를 통해 묶인 Device A(902),

Device B(904), 제어장치(908)들 중에서 Device A(902)가 업데이트 대상이고 제어장치(908)는 인터넷(914)에 접속하

여 업데이트 서버(914)에 접근 가능하다.

제어장치(908)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Device A(902)의 업데이트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디바이스(902)의 업데이트

서버의 URL(502) 및 소프트웨어 버전(504)을 획득한다. 제어장치(908)는 해당 업데이트 서버에서 업데이트 필요 유무를

확인하여 업데이트 필요성을(908c) 사용자에게 보여 준다. 사용자는 리모콘 등의 입력장치(910)를 통해 업데이트 명령을

입력한다.

제어장치(908)는 Device A(902)에게 업데이트 명령을 전달하고, Device A(902)는 업데이트 과정을 준비하고 다시 제어

장치(908)에게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을 전송할 것을 요청한다.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은 실시간으로 전송되거나 혹은

버퍼링 동작을 통해 전송된다. 업데이트 상황은 제어장치(908)의 디스플레이 유닛(908a)을 통해 표현 가능(403c).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경우에 있어서 제어장치와 피제어 장치 사이의 업데이트 절차를 보이는 것이다.

제어장치(908)는 디바이스 정보 리퀘스트 메시지(1002)와 디바이스 정보 리스판스 메시지(1004)를 통하여 도 5에 도시

된 바와 같은 Device A(902)의 업데이트 정보를 획득하여 Update Server(914)의 URL(502)과 S/W Version(504) 정보

를 획득한다.

제어장치(908)는 획득된 업데이트 정보를 참조하여 업데이트 서버(918)를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확인한

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제어장치(908)의 디스플레이 유닛(908a)에 업데이트 가능성을 표시해준다.

사용자는 리모콘, 키보드, 터치패드,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910)를 통해 업데이트를 지시한다

제어장치(908)는 Device A(902)에게 Update available 메시지(1006)를 알려 준다.

Device A(902)는 Update Request 메시지(1008)을 제어장치(908)에게 요청하고 제어장치(908)는 업데이트 서버(914)

에서 필요한 파일을 다운 받아 Update Response 메시지(1010)를 통해 돌려준다.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버퍼링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운 받은 파일로 업데이트를 끝낸 Device A(902)는 Update Complete 메시지(1012)를 제어장치(908)에게 보내어 종료

를 알린다.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도중의 진행 상황 및 결과는 업데이트 스테이터스 메시지(1014)를 통하여 제어장치(908)

에게 통지된다.

이러한 업데이트 절차는 UPnP상에서 벤더 고유의 변수를 이용하여(예를 들어 Update status) 이벤트를 발생시킴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것으로서, 네트워크 상의 임의의 디바이스

(Controlled Device)가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경우를 보이는 것이다.

UPnP 등의 홈 네트워크(1100) 상에서 이더넷 혹은 IEEE1394등의 네트워크 링크(1116)를 통해 묶인 Device A(1102),

Device B(1104), 제어장치(1108) 중에서, Device B(1104)가 업데이트 대상이고 Device A(1102)는 인터넷(1114)에 접

속하여 업데이트 서버(1118)에 접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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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1108)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Device B(1104)의 업데이트 정보를 수집하여 Device B(1104)의 업데이트

서버의 URL(502) 및 소프트웨어 버전(504)을 획득하고 Device A(1102)에게 업데이트 필요 여부의 조회를 요구한다.

Device A(1102)는 Device B(1104)의 업데이트 서버(1118)에서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여 제어장치(1108)에게 알려주

면, 제어장치(1108)는 이를 디스플레이 유닛(1108a)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준다.

사용자는 리모콘 등의 입력장치(1110)를 통해 업데이트 명령을 지시한다. 제어장치(1108)는 Device B(1104)에게 업데

이트 명령을 전달하고, Device B(1104)는 업데이트 과정을 준비하고 다시 제어장치(1108)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제어장치(1108)는 Device A(1102)에게 Device B(1104)의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을 전송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경우에 있어서 제어장치와 피제어 장치 사이의 업데이트 절차를 보이는 것이다.

제어장치(1108)는 디바이스 정보 리퀘스트 메시지(1202)와 디바이스 정보 리스판스 메시지(1204)를 통하여 도 5에 도시

된 바와 같은 Device B(1104)의 업데이트 정보 즉, Device B(1104)의 업데이트 서버 (1118)의 URL(502)과 S/W

Version(504)을 획득한다.

제어장치(1108)는 Device A(1102)에게 Update Check Request 메시지(1202)를 보내고, Device A(1102)는 업데이트

정보 즉, 업데이트 서버(1118) URL(502), S/W Version(504)를 기반으로 Device B(1104)의 업데이트 서버(1108)에 접

근하여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업데이트 체크 리스판스 메시지(1208)를 통하여 제어장치(1108)에게 응답한

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제어장치(1108)는 이를 디스플레이 유닛(1108a)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린다. 사용자는 리모콘,

키보드, 터치패드,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1110)를 통하여 업데이트를 지시한다

제어장치(1108)는 업데이트 어베일러블 메시지(1214)를 통하여 Device B(1104)에게 업데이트 가능을 알려 주고,

Device B(1104)는 업데이트 준비를 하고 업데이트 리퀘스트 메시지(1216)를 통하여 제어장치(1108)에게 업데이트를 요

청한다.

제어장치(1108)는 업데이트 리퀘스트 메시지(1210)를 통해 Device A(1102)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Device A

(1102)는 디바이스 B(1104)의 업데이트 서버(1118)로부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 받거나 미리 저장한 업데이

트 파일을 업데이트 리스판스 메시지(1212)를 통하여 제어장치(1108)로 응답해준다.

제어장치(1108)는 디바이스A(1102)로부터 전송 받은 파일을 업데이트 리스판스 메시지(1218)를 통하여 디바이스B

(1104)에게 전달하고, 다운 받은 파일로 업데이트를 끝낸 Device B(1104)는 Update Complete 메시지(1222)를 제어장

치(1108)에게 보내어 종료를 알린다. 업데이트 진행 도중의 진행 상황은 업데이트 스테이터스 메시지(1220)를 통하여 제

어장치(1108)에게 알려진다.

이러한 업데이트 절차는 UPnP상에서 벤더 고유의 변수를 이용하여(예를 들어 Update status) 이벤트를 발생시켜 제어장

치(1108)에게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제어장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디스플레이 장치가 불가능한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지만 실제로 거의 사용

을 하지 않고 있는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도 UI(User Interface)가 불편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꺼리는 장비들을 중

앙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제어장치가 피제어 장치들의 업데이트

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제어 장치들의 업데이트 가능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 결과에 따라 피제어 장

치들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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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제어장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중앙 집중적

으로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본 발명에 있어서 도면을 참조하여 몇 가지 실시예가 제시되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당업자는 본 발명의 청구

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그리고 그것들의 등가물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Universal Plug and Play 규약에 따르는 네트워크상의 디바이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어 장치가 상기 디바이스에게 상기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필요한 업데이트 서버 위치, 소프트웨어 버

전 정보(업데이트 정보)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디스크립터의 전송을 요청하는 과정;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상기 제어 장치로 전달하는 과정;

상기 제어장치가 상기 디바이스 디스크립터에 포함된 상기 디바이스의 업데이트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업데이트 서버로부

터 업데이트 필요 유무를 조회하는 과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제어장치가 상기 디바이스를 제어하여 디바이스들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포함하

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업데이트 서버로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 유무를 조회하는 과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이를 상기 제어 장치에 통지하는 과정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들은 Universal Plug and Play의 벤더 고유 변수에 의한 이벤트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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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절차는

상기 제어 장치가 상기 디바이스에 업데이트 가능을 통지하는 과정;

업데이트 가능 통지에 대하여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제어 장치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과정;

업데이트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장치가 상기 제어 장치의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들을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과

정; 및

상기 업데이트에 필요한 파일들로 상기 디바이스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들은 Universal Plug and Play의 벤더 고유 변수에 의한 이벤트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Common Gateway Interface script에 의해 상기 업데이트 서버에 업데이트 필요 유무를 조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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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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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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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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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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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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