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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케이블 방송 수신기 및 케이블카드 펌웨어(Firmware) 업그레이드(Upgrade)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

의 호스트는 적어도 복수개의 인밴드 튜너를 구비하며, 케이블카드로부터 인밴드 튜닝 요청이 오면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

너가 있는지를 검색하여 있으면 해당 인밴드 튜너를 통해 방송국으로부터 펌웨어를 수신하여 케이블카드로 전송한다. 만

일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없으면 인밴드 튜너들을 점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중요도에 따라 펌웨어 수신을 위한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고, 선택된 인밴드 튜너를 통해 방송국으로부터 펌웨어를 수신하여 케이블카드로 전송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실행될 때,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최대한 방해받지 않

으면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실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펌웨어를 전송받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해 인밴드 튜닝 요청을 전송하는 케이블카드; 및

적어도 복수개의 인밴드 튜너를 구비하며, 상기 케이블카드로부터 인밴드 튜닝 요청이 전송되면 상기 인밴드 튜너들 중에

서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고, 선택된 인밴드 튜너를 통해 펌웨어를 수신하여 상기 케이블카드로 전송하는 호스

트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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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카드는

상기 호스트에 장,탈착이 가능하며, 적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케이블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카드는

상기 호스트에 장,탈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카드는

상기 방송국에서 즉시 업그레이드 방식 및 지연된 업그레이드 방식 중 적어도 하나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원할 때 상기

호스트에 인밴드 튜닝 요청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없는 경우, 상기 인밴드 튜너들을 점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펌웨어

를 수신하기 위한 희생(Victim)용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여 펌웨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점유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는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통해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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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케이블카드로부터 인밴드 튜닝 요청이 전송되면 각 인밴드 튜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인밴드 튜너 상태 매트릭스를

참조하여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인밴드 튜너 상태 매트릭스는

상기 인밴드 튜너들의 고유 번호(ID)를 표시하는 Inband Tuner ID 필드;

상기 각 인밴드 튜너들이 현재 사용 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는 점유상태 필드;

상기 인밴드 튜너들을 점유하여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들에 기 할당된 우선 순위값을 표시하는 Victim Priority 필드; 및

상기 인밴드 튜너들을 점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고유 번호(ID)를 표시하는 Application ID 필드를 적어도 포함하

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점유상태 필드가 모든 인밴드 튜너들이 현재 사용 중임을 표시하면 상기 인밴드 튜너들을 점유하면서 실행중인 어플

리케이션들의 Victim Priority 필드값을 기준으로 펌웨어를 수신하기 위한 인밴드 튜너가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

이블 방송 수신기.

청구항 11.

적어도 복수개의 인밴드 튜너를 구비한 호스트에 장.탈착이 가능한 케이블 카드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인밴드 튜너를 통해 펌웨어를 전송받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해 케이블카드에서 호스트로 인밴드 튜

닝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및

(b) 상기 케이블카드로부터 인밴드 튜닝 요청이 전송되면 상기 인밴드 튜너들 중에서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

고, 선택된 인밴드 튜너를 통해 펌웨어를 수신하여 상기 케이블카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방송국에서 즉시 업그레이드 방식 및 지연된 업그레이드 방식 중 적어도 하나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원할 때 상기

호스트에 인밴드 튜닝 요청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공개특허 10-2006-0134395

- 3 -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없는 경우 상기 인밴드 튜너들을 점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펌웨어

를 수신하기 위한 희생(Victim)용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통해 방송국에서 전송한 펌웨어를 수신하여 상기 케이블카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점유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통해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케이블카드 펌웨어(Firmware) 업그레이드(Upgrade)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북미 지역에 판매되는 오픈 케이블 디지털 티브이(OpenCable Digital TV)나 케이블 레디 디지털 티브이(CableReady

Digital TV) 등의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는 해당 케이블 공급업자(SO ; System Operator)가 제공하는 케이블카드

(CableCARD)가 삽입되어져야 한다. 상기 케이블카드는 POD(Point Of Deployment) 모듈이라고도 한다. 이후 POD 모듈

과 케이블카드는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상기 케이블카드가 삽입되는 본체를 호스트라 하기도 한다. 즉 상기 케이블카드와 본체를 합쳐서 케이블 방송 수신기라 한

다. 상기 케이블카드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의 본체 슬롯에 장.탈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는 사용자들에게 대여된 케이블카드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모두

수거하여 업그레이드하는 비효율성을 피하고자 사용자들에게 배포된 상태에서 케이블카드의 펌웨어를 실시간(real-time)

업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케이블카드 펌웨어를 전송하기 위해서 케이블 네트워크(Cable Network, 즉 케이

블 라인)상의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인밴드(inband) 채널이나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OOB(Out-Of-Band) 채널을 이용한다. 즉,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의 동작을 위해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수신기의 인밴드 튜너나 OOB 튜너를 매체로서 사용한다.

이러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은, 즉시 업그레이드(Immediate Upgrade) 방법과 지연된(delayed) 업그레이

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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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즉시 업그레이드 방법은 케이블 방송 수신기가 파워 온(Power-on)이거나 스탠바이(Stand-by) 상태에 관계없이 케

이블 방송국에서 원할 때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만약 케이블 방송 수신기가 파워

-온 상태이고 인밴드 튜너를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표시해 준

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인밴드 튜너를 통해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사용자는 케이

블 방송(또는 서비스)을 시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 지연된 업그레이드 방법은 케이블 방송 수신기가 파워-온 상태인 경우는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

않고 스탠바이 상태에서만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케이블 방송 수신기를 시청하지 않는 시

간대에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장점이 있으나 케이블 방송국이 원하는 시점에 펌웨어 업그레이딩이 시

작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방송국에 해당되는 모든 케이블카드의 펌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종료될 때까지 인밴드

또는 OOB 채널이 점유되는 단점이 있다.

즉 종래의 싱글(single) 인밴드 튜너만을 포함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서는 파워 온 시에 인밴드 튜너를 이용하여 케이

블 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딩이 동작하게 되면, 사용자는 케이블 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동작이 종료될 때까지 케이블 방송

(또는 서비스) 또는 스탠바이 상태에서의 케이블 방송(또는 서비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개발되고 있는 멀티(Multiple) 인밴드 튜너를 포함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서는 케이블 카드 펌웨어 업그

레이드 동작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사용자가 케이블 방송 수신기를 통해서 기존에 보고 있던 케이블 방송, VOD/AOD를 계

속 시청하거나 DVR 녹화를 진행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법, 즉 케이블카드 업

그레이드와 동시에 다른 동작 수행에 대한 처리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멀티 튜너를 포함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

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이 동작하는 중에도 사용자가 이용하던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케이블 방송 수신기는, 펌웨어를 전송받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해 인밴드 튜닝 요청을 전송하는 케이블카드; 및 적어도 복수개의 인밴드 튜너를 구비하며, 상기 케이블카드로부터 인밴

드 튜닝 요청이 전송되면 상기 인밴드 튜너들 중에서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고, 선택된 인밴드 튜너를 통해 펌

웨어를 수신하여 상기 케이블카드로 전송하는 호스트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케이블카드는 상기 호스트에 장,탈착이 가능하며, 적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케이블카드인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케이블카드는 상기 호스트에 장,탈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카

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케이블카드는 즉시 업그레이드 방식 및 지연된 업그레이드 방식 중 적어도 하나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원할 때 상기

호스트에 인밴드 튜닝 요청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호스트는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없는 경우, 상기 인밴드 튜너들을 점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중요도를 기

준으로 펌웨어를 수신하기 위한 희생(Victim)용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여 펌웨어를 수신하고, 상기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점유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는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호스트는 상기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점유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는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호스트는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희생용 인밴드 튜너

를 통해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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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호스트는 상기 케이블카드로부터 인밴드 튜닝 요청이 전송되면 각 인밴드 튜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인밴드 튜너 상

태 매트릭스를 참조하여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복수개의 인밴드 튜너를 구비한 호스트에 장.탈착이 가능한 케이블 카드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은,

(a) 상기 인밴드 튜너를 통해 펌웨어를 전송받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해 케이블카드에서 호스트로 인밴드 튜

닝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 및

(b) 상기 케이블카드로부터 인밴드 튜닝 요청이 전송되면 상기 인밴드 튜너들 중에서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

고, 선택된 인밴드 튜너를 통해 펌웨어를 수신하여 상기 케이블카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 (b) 단계는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없는 경우 상기 인밴드 튜너들을 점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펌웨어를 수신하기 위한 희생(Victim)용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통

해 방송국에서 전송한 펌웨어를 수신하여 상기 케이블카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b) 단계는 상기 선택된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점유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b) 단계는 상기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희생용 인밴

드 튜너를 통해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상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때 도

면에 도시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설명되는 본 발명의 구성과 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로서 설명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 상기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핵심 구성 및 작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최근 케이블 방송 사업자(SO 또는, MSO)들은 사용자들이 단순히 정적으로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는 것에 더하여 VOD

(Video on-demand), AOD(Audio on-demand), DVR(Digital Video Recorder) 등의 기능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 상기 케이블 방송, VOD, AOD, DVR 기능 등을 어플리케이션이라 한다. 상기 MSO(Multiple System Operator)는 여

러 개의 SO(System Operator)가 합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케이블 방송 수신기가 동시에 복수개의 A/V(Audio/Video) 스트림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기존의 케이블 방송 수신기와는 차별되게, 최근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복수개 이상의 인

밴드 튜너를 포함하고 동시에 복수개 이상의 A/V 스트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디코더(decoder)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

라서, 안전 모듈(Security Module)로서 존재하는 케이블카드의 기능도 복수개 이상의 A/V 스트림들을 동시에 암호화

(Encryption) 및 복호화(Decryption) 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구현된 멀티 인밴드 튜너를 포함하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

그레이드가 실행되는 동안에도 사용자가 케이블 방송 수신기를 통해 기존에 서비스 받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케

이블 TV 채널, VOD/AOD를 계속 시청하거나 DVR(Digital Video Record) 녹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케이블 방송 수신기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로서, 3개의 인밴드 튜너(111~113), PIP

(Picture in Picture) 기능을 위한 PIP 처리부(150), DVR 기능을 위한 DVR 처리부(160), 펌웨어 업그레이드 제어부(170)

를 포함하며, 1394 출력(output)이 있는 양방향 M-CARD(Multiple Stream CableCARD)(200)를 구비한 예를 보이고 있

다.

상기 제1 내지 제3 인밴드 튜너(111~113)에는 각각 복조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상기 복조기의 복조 방식

은 각 튜너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이라면 VSB(Vestigial Sideband

Modulation) 방식으로 복조하고, 케이블 방송은 QAM 방식으로 복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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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서 미설명된 부호 100은 중앙처리장치(CPU), 120은 다중화기(multiplexor), 130은 역다중화기(de-multiplexor),

141,142는 비디오 디코더, 그리고 180은 OOB 송/수신부이다. 여기서 인밴드 튜너의 수나 M-CARD 및 디코더의 처리 능

력은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제1 내지 제3 인밴드 튜너(111~113)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통해 튜닝되어 복조된 어플리케이션들은 다중화기(120)

를 통해 다중화되어 M-CARD(200)로 출력된다. 상기 M-CARD(20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 동시

에 디스크램블 등을 수행한 후 역다중화기(130)로 출력한다.

상기 역다중화기(130)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복수개 이상 존재한다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한 후 분리된 각 어플리

케이션으로부터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림을 분리한다. 분리된 비디오 스트림은 각 비디오 디코더(141,142)로 출력되어 동

시에 비디오 디코딩된다.

본 발명에서는 비디오 디코더만을 실시예로 도시하였으며, 도시가 생략된 오디오 디코더, 및 데이터 디코더에서도 복수개

이상의 오디오 스트림 또는 데이터 스트림의 동시 디코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PIP 기능을 선택하였다면 비디오 디코더(141,142) 중 해당 비디오 디코더의 출력은 PIP 처리부(150)에

서 PIP 처리되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녹화를 선택하였다면 역다중화기(130)에서 분리된 어플리케이션의 녹화가

DVR 처리부(160)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녹화용 기록 매체는 HDD가 될 수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나 DVD가 될 수도 있

다.

또한 상기 역다중화기(130)에서 분리된 어플리케이션은 1394 출력단을 통해 주변 기기로 출력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1394 출력은 하나의 실시예이며,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DVI(Digital Visual Interface)나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단자 등을 이용하여 주변 기기로 출력될 수도 있다.

한편 펌웨어 업그레이드 제어부(170)는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서는 인밴드

튜너를 통해 즉시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것을 일 실시예로 설명한다.

즉, 상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제어부(170)는 제1 내지 제3 인밴드 튜너(111~113) 중에서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를 선택

하고, 선택된 인밴드 튜너를 통해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실행한다.

만일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없는 경우에는 인밴드 튜너들을 점유하면서 실행중인 여러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들

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희생(Victim)용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고, 선택된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통해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

그레이드를 실행한다.

이때, 희생용 인밴드 튜너가 선택되면 선택된 희생용 인밴드 튜너에서 진행중이던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저장하고 나서 케

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실행한다. 이는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끝난 이후에는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들을 기반으로 희생용으로 선택된 인밴드 튜너를 통해 진행 중이었던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이

다.

이와 같이 상기 케이블 방송 수신기가 파워 온 상태로 동작하는 중에, 인밴드 튜너를 통해 즉시 업그레이드(Immediate

Upgrade) 방식으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실행된다고 가정할 때, 인밴드 튜너의 점유 상태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를 찾는 탐색 메카니즘(searching mechanism)이 필요하고,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밴드 튜너 중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 경우에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딩의 동작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동작 중인 기

능들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케이블 방송 수신기는 도 2와 같은 인밴드 튜너 상태(Inband tuner status)에 대한 매트릭

스를 유지한다.

도 2는 Inband Tuner ID 필드, 점유 상태 필드, Victim Priority 필드, 및 Application ID 필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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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nband Tuner ID 필드는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 내장된 인밴드 튜너들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는 3개의 인

밴드 튜너를 실시예로 설명하므로, 3개의 인밴드 튜너 인덱스(inband tuner #1~#3,111~113)가 필요하다.

그리고 점유상태 필드는 현재 인밴드 튜너들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태를 표시한다. 도 2에서, 제1, 제3 튜너

(inband tuner #1,#3)는 이미 사용중이고(used), 제2 튜너(inband tuner #2)는 사용 가능한 튜너(valid)를 의미한다.

상기 Victim Priority 필드는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딩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에 케이블 방송 수신기의 모든 인밴드

튜너들이 이미 사용 중이어서 희생용 인밴드 튜너를 선정할 때 그 우선순위를 정의한다. 그리고 해당 인밴드 튜너가 사용

가능한 상태일 때 Victim Priority 필드의 값은 0(zero)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기 Victim Priority 필드 값이 높을수록 희생

용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진다.

도 2를 보면, 제2 인밴드 튜너(inband tuner #2)만이 사용 가능한 튜너(valid)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상기 제2 인밴드 튜너

(inband tuner #2)의 Victim Priority 필드 값이 0이다.

상기 Application ID 필드는 인밴드 튜너를 점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ID를 표시한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종류 및

Application ID 값의 예는 도 3에 도시하고 있다. 각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중요도에 따른 Victim Priority를 가지고 있다.

도 2, 도 3을 보면, DVR 녹화는 Application ID가 4이며, 제1 인밴드 튜너(inband tuner #1)에서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1 인밴드 튜너(inband tuner #1)에서 튜닝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DVR 처리부(160)를 통해 기록매체에 저

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Victim Priority 값은 4로 설정되어 있다.

이때 상기 도 3의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응되는 Victim Priority 값은 케이블 방송 수신기가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 UI)를 통해서 사용자가 설정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요컨대, 사용 가능한 튜너를 선택할 경우에 있어서 점유상태 필드를 파싱하고 점유상태 필드의 파싱결과 사용 가능한 튜너

가 있으면 그 튜너를 선택한다. 그러나, 점유상태 필드의 파싱결과 사용가능한 튜너가 없을 경우에는 Victim Priority 필드

를 파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희생될 튜너를 선택한다. 다만 실시예에 따라서는 점유상태 필드를 생략하고 점유상태 및 우

선순위를 기초로 한 Victim Priority 필드를 제공함으로써 희생될 튜너 선택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실시예

들에 의해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케이블카드로부터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의 요청이 있을 때의 동작 흐름도이다.

즉, 케이블 방송국으로부터 즉시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케이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원하면, 케이블카드(301)는 펌웨어 이

미지(firmware image)를 전송 받기 위한 주파수로 호스트(100)의 인밴드 튜너에서 튜닝을 시도하기 위해서 인밴드 튜닝

요청(inband_tune_req APDU)을 호스트(100)로 전송한다.

상기 호스트 내 펌웨어 업그레이드 제어부(170)는 케이블카드(200)로부터 인밴드 튜닝 요청이 오면(단계 301), 도 2와 같

은 인밴드 튜너 상태 매트릭스의 점유상태 필드를 검색하여(단계 302),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단

계 303). 도 2의 경우 제2 인밴드 튜너(inband tuner #2)가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된다.

상기 단계 303에서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있다고 판별되면 해당 인밴드 튜너(inband tuner #2)를 선택하고, 선택된

인밴드 튜너(inband tuner #2)는 케이블카드(200)에서 전송한 주파수로 튜닝을 수행하여 펌웨어 이미지를 수신한다(단계

304). 이때 제2 인밴드 튜너(inband tuner #2)도 사용 중이므로 도 2의 인밴드 튜너 상태 매트릭스의 해당 필드 정보를 업

데이트한다.

그리고 인밴드 튜닝 요청(inband_tune_req APDU)에 따른 튜닝에 대한 결과로서 inband_tune_cnf APDU를 케이블 카드

로 전송한다(단계 305).

즉, 상기 단계 304에서 수신된 펌웨어 이미지는 케이블카드(200)로 전송되어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딩이 진행된다

(단계 306). 상기 과정은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단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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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단계 303에서 사용 가능한 인밴드 튜너가 없다고 판별되면 이미 인밴드 튜너를 점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Victim priority 필드 값이 가장 작은 어플리케이션이 점유하고 있는 인밴드 튜너를 희생용 인밴드 튜너로 선택한다(단계

308). 이를 위해서 도 2의 인밴드 튜너 상태 매트릭스의 Victim Priority 필드를 참조한다.

예를 들어, 제1 내지 제3 인밴드 튜너(111~113)가 이미 사용중이고, 제1 인밴드 튜너(111)는 케이블 채널이, 제2 인밴드

튜너(112)는 DVR 녹화가, 제3 인밴드 튜너(113)는 PIP가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도 2, 도 3을 참조하면, 케이블 채

널, DVR 녹화, 및 PIP 중 PIP의 Victim priority 필드 값이 가장 낮다. 따라서 PIP가 점유하고 있는 제3 인밴드 튜너(113)

가 희생용 인밴드 튜너로 선택된다.

상기 단계 308에서 희생용 인밴드 튜너가 선택되면, 희생용으로 선택된 인밴드 튜너를 점유하여 수행 중이었던 어플리케

이션의 상태를 저장한다(단계 309). 전술한 경우 PIP에 대한 상태 정보가 저장된다. 이것은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 끝난 후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예를 들면, PIP)의 동작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이다.

상기 단계 308, 309를 통해 희생용 인밴드 튜너가 선택되고, 상기 희생용 인밴드 튜너에서 수행 중이었던 이전 어플리케이

션의 상태 정보가 저장되면, 선택된 희생용 인밴드 튜너는 케이블카드(200)에서 전송한 주파수로 튜닝을 수행하여 펌웨어

이미지를 수신한다(단계 310). 마찬가지로 도 2의 인밴드 튜너 상태 매트릭스의 해당 필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인밴드 튜닝 요청(inband_tune_req APDU)에 따른 튜닝에 대한 결과로서 inband_tune_cnf APDU를 케이블 카드

로 전송한다(단계 311)

즉, 상기 단계 310에서 수신된 펌웨어 이미지는 케이블카드(200)로 전송되어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딩이 진행된다

(단계 312). 상기 과정은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단계 313).

상기 단계 313에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다고 판별되면, 상기 단계 309에서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상

태 정보를 참조하여 희생용으로 선택되었던 어플리케이션에게 인밴드 튜너의 제어권을 돌려준다(단계 314). 해당 인밴드

튜너는 희생용으로 선택되었던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복원(restore)하고(단계 315),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계속

진행한다(단계 316). 예를 들어, 제3 인밴드 튜너(113)를 통해 수행되던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제3

튜너(113)는 단계 309에서 저장된 PIP 상태 정보를 참조하여 PIP를 위한 주파수를 튜닝하여 복조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멀티 튜너가 포함된 케이블 방송 수신기에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실행될 때, 사용자가

케이블 방송 수신기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기능들의 동작이 최대한 방해받지 않게 된다.

다만 상기의 실시예에서는 케이블 카드로서 M-CARD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S-CARD(Single Stream CableCARD)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러한 실시예들로 한정되지 않

는다.

또한 상기의 실시예에서는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즉시 업그레이드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는 지연된 업그레이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러한 실시예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한편,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terminology)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 내려진 용어들로써 이는 당분야

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

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한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케이블 방송 수신기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에 의하면, 멀티(Multiple) 튜너가 포함된

케이블 방송 수신기 상에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실행될 때,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최

대한 방해받지 않으면서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이블 방송 수신기는 케이블카드 펌웨

어 업그레이드시에도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우월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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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케이블 방송 수신기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밴드 튜너 상태를 관리하는 매트릭스의 일 예를 보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밴드 튜너를 점유하는 어플리케이션 ID 및 Victim priority의 일 예를 보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케이블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의 일 실시예를 보인 동작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호스트 111~113 : 인밴드 튜너

120 : 다중화기 130 : 역다중화기

141,142 : 비디오 디코더 150 : PIP 처리부

160 : DVR 처리부 170 : 펌웨어 업그레이드 제어부

180 : OOB 송/수신부 200 : 케이블카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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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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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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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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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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