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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라 컨텐츠 전환 방법, 소오스 장치 및 싱크 장치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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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환하는 방법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소오스 장치의 동일한 리소스로부터 컨

텐츠를 전환하는 경우에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소오스 장치의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컨텐츠의 변경은 기존의 연결을 유지하고 더미 커넥션으로 새로운 컨텐

츠를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연결에 컨텐츠만을 변경시킴으로써 빠르게 컨텐츠를 변경시킬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DHWG에 따른 홈네트워크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전환하는 시스템 구성도,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전환하는 시스템 구성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소오스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싱크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컨텐츠 전환 방법, 소오스 장치 및

싱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확산과 발전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제품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DVD 플레이어, 케

이블 STB, DVCR, DTV, PC 많은 디지탈 제품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기기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표준이 DHWG(Digital Home Working Group)에 의해 정립

되고 있다.

최근 들어, 홈네트워크 내의 멀티미디어 환경은 크게 세가지 월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PC 인터넷 월드, 모바일 월드, CE

브로드캐스트 월드가 그것이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DHWG에 따른 홈네트워크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PC 인터넷 월드(PC Internet World)(100)는 PC와 PC 주변 통신 장치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PC(101), 게임 콘솔

(102), 프린터(103), 디지털 이미징 장치(104), 디지털 뮤직 장치(105), 무선 모니터(106) 등을 포함한다.

모바일 월드(Mobile World)(110)는 랩탑 컴퓨터(111), 멀티미디어 모바일 폰(112), PDA(113)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모

바일 장치들은 홈네트워크의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서도 사용자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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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브로드캐스트 월드(Consumer Electronics broadcast World)(120)는 TV 모니터(121), PVR, 튜너, STB 등의 전통

적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consumer electronics)(122), 스테레오 셋(123) 등을 포함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세 가지 도메인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홈내에서 함께 연동하여 동작시키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디지털

월드들 사이의 상호동작성(interoperability)을 연결하기 위한 홈네트워크 연구가 요구된다.

디지털 홈은 CE, 모바일, PC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투명하고, 간단하고, 끊임없는 상호

동작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IP 네트워킹과 UPnP(Universal Plug and Play) 기술에 기초한

다.

UPnP 오디오/비디오 기술에 의한 미디어 관리 및 제어는 디바이스들과 어플리케이션들이 홈네트워크상에서 미디어 컨텐

츠를 식별하고, 관리하고,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그것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유니버설 플러그 앤 플레이는 인텔리전트 어플라이언스들, 무선 디바이스들 및 PC 등의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연결성을

위한 아키텍쳐이다. 그것은 홈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등의 규모가 작은 네트워크에 사용이 쉽고, 융통성이 있으며 표준에

기반한 연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UPnP AV 아키텍쳐는 UPnP 콘트롤 포인트와 UPnP 디바이스들 사이의 일반적인

인터랙션을 정의한다. UPnP 아키텍쳐는 어떤 형태로 된 컨텐츠들, 및 어떤 종류의 전송 프로토콜도 디바이스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 UPnP 디바이스들은 TV, VCR, CD/DVD 플레이어, 셋톱 박스, 스테레오 시스템, MP3 플레이어, 스틸

이미지 카메라, 캠코더, PC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AV 아키텍쳐는 디바이스들이 MPEG2, MPEG4, JPEG, MP3, BMP,

윈도우 미디어 아키텍쳐(WMA) 등 서로 다른 종류의 포맷을 가진 컨텐츠 및 IEEE-1394, HTTP GET, RTP, HTTP PUT/

POST, TCP/IP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전송 프로토콜을 지원하도록 해준다.

대부분의 UPnP AV 시나리오는 무비, 음악, 픽쳐 등과 같은 컨텐츠가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것

을 포함한다. AV 콘트롤 포인트(Control Point)는 소오스(Source)와 싱크(Sink)로서 역할하는 두 개 이상의 UPnP 디바이

스들과 상호작용한다.

미디어 서버(Media Server)는 사용자가 랜더링하기를 원하는 컨텐츠를 갖고 있다. 미디어 서버는 다수의 컨텐츠를 갖고

있거나 액세스할 수 있다. 미디어 서버는 그 컨텐츠를 액세스하여 그것을 소정의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

해서 다른 디바이스로 전송한다. 미디어서 서버의 예로는 VCR, CD.DVD 플레이어, 카메라, 캠코더, PC, 셋톱박스, 위성수

신기, 오디오 테잎 플레이어 등을 포함한다.

미디어 서버 컨트롤 포인트(Media Server Control Point)는 재생 등의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대로 미디어 서버의 동작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또한, 미디어 서버 컨트롤 포인트는 사용자가 디바이스들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인터랙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컨트롤 포인트의 예로는, 일반적인 리모콘을

가진 TV나 무선 PDA 디바이스를 들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컨트롤 포인트는 Stop, Pause, FF,

REW, Skip 등과 같은 다양한 AV 전송 액션들을 인보크함으로써 컨텐츠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전환하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소오스 장치(210)와 싱크 장치(220)를 포함한다.

소오스 장치(210)는 스트리밍 서버를 통하여 싱크 장치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미디어 서버를 통하여 싱크 장치로 컨텐츠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튜너(211)는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컨텐츠의 채널을 변경하며, 수신된 컨텐츠를 스트리밍서버+미디어 서버(212)로 제

공한다.

싱크 장치(220)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와 미디어서버 콘트롤 포인트(MSCP:Media Server Control Point)(221)로 구성

되어 있고, A/V 컨텐츠를 소비한다. 미디어서버 콘트롤 포인트는 소오스 장치로부터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고 사용

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필요한 동작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play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싱크 장치는 HTTP

protocol을 이용하여 해당 컨텐츠를 읽어온다.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는 소오스 장치로부터 컨텐츠를 수신하여 이를 재생부

(222)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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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싱크 장치는 소오스 장치로부터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브라우즈/서치(browse/search) 같은 명령을 소오스

장치로 보낸다(310).

이 명령을 받은 소오스 장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싱크 장치에게 전달한다(320). 해당 컨텐츠를 수

신하기 위하여 싱크 장치는 해당 URL1을 HTTP Get 명령을 소오스 장치로 보내고(330), 소오스 장치는 URL1에 해당하

는 컨텐츠를 싱크 장치에 전송한다(340).

싱크 장치는 새로운 컨텐츠 URL2를 보기 위해 정지 명령을 소오스 장치로 보내 기존의 URL1을 중지하고(350),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하여 HTTP Get URL2 명령을 소오스 장치로 전달한다(360). 소오스 장치는 이전의 URL1에 대한

중지 명령을 수행하고 새로운 URL2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여 해당 컨텐츠를 전송한다(370). 여기서 중지 명령은 독립적인

명령의 전달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행위에 의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network layer의 TCP 커넥션을 끊는 것도

Stop에 해당되며, 소오스 장치는 TCP connection이 끊이는 것을 감지하여 자동 중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에 보고 있던 컨텐츠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보고자 할 경우 항상 기존의 컨텐츠를 중지하고 즉 network

layer의 connection을 중지하고 이와 연관된 HW/SW 자원을 중지하고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자원을 새롭게 할당함으로

써 전체 동작의 지연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싱크 장치에서 튜너로부터 하나의 채널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경

우 새로운 데이터도 역시 튜너로부터 다른 채널 데이터를 수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단순히 모든 HW/SW를 그대로 하고 튜

너가 새로운 채널로 변경만 하면 되는데 종래에는 기존의 커넥션을 중단하고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어 새로운 채널로 변경

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채널 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텐츠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전환 방법, 소오스 장치 및 싱크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컨텐

츠를 제공하는 소오스 장치의 동일한 리소스로부터 컨텐츠를 전환하는 경우에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로 전환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전환 단계는, 상기 전환하려는 컨텐츠가 상기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지를 검출하는 단계와, 동일한 리소스를 사

용하는 경우에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상기 소오스 장치로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에 응답하

여 상기 소오스 장치로부터 기존의 커넥션 및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환 단계는, 상기 소오스 장치로 상기 더미 커넥션의 제거를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싱크 장치로부터 동일한

리소스에서 컨텐츠를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명령을 수신한 경우에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전환 단계는, 상기 싱크 장치로부터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명령을 수

신하는 단계와, 상기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싱크 장치로 기존의 커넥션 및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환 단계는, 상기 싱크 장치로부터 상기 더미 커넥션의 제거를 요청하는 명령을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더미 커

넥션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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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환하는 싱크 장치에 있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소오스 장치의

동일한 리소스로부터 컨텐츠를 전환하는 경우에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로 전환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환하려는 컨텐츠가 상기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지를 검출하고,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에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상기 소오스 장치로 요청하고,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소오스 장치

로부터 기존의 커넥션 및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수신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소오스 장치로 상기 더미 커넥션의 제거를 요청하도록 더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환하는 소오스 장치에 있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싱크 장치로

부터 동일한 리소스에서 컨텐츠를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명령을 수신한 경우에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로 전환

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싱크 장치로부터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명령에 응답

하여 상기 싱크 장치로 기존의 커넥션 및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싱크 장치로부터 상기 더미 커넥션의 제거를 요청하는 명령을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더미 커넥

션을 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전환하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시스템은 소오스 장치(500)와, 싱크 장치(600)를 포함한다. 소오스 장치(500)는 싱크 장치(600)로부터

의 라이브 컨텐츠 요청을 수신하여 라이브 컨텐츠를 요청한 장치로 컨텐츠를 전송하고, 싱크 장치(500)는 소오스 장치

(600)로부터 라이브 컨텐츠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고, 또한 라이브 컨텐츠를 요청하여 소오스 장치로부터 라이브 컨텐츠를

수신하여 소비한다.

소오스 장치(500)는 튜너(510), 스트리밍서버+미디어서버(520)를 포함한다.

튜너(510)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되는 실시간 라이브 컨텐츠를 수신하여 스트리밍서버+미디어서버(520)로 제공한다.

스트리밍서버(Streaming server)는 컨텐츠를 싱크 장치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미디어서버(Media Server

Device:MSD)는 싱크 장치로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싱크 장치(600)는 스트리밍클라이언트+미디어서버콘트롤포인트(610), 재생부(620)와, 컨텐츠 리소스 검출부(630)를 포

함한다. 싱크 장치(600)는 A/V 컨텐츠를 소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play" 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싱

크 장치는 예를 들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읽어온다.

미디어서버 콘트롤 포인트(Media Server Control Point)는 소오스 장치(500)로부터 컨텐츠의 정보를 얻어오고, 사용자로

부터 명령에 따른 동작을 수행한다.

스트리밍 클라이언트(Streaming Client)는 소오스 장치(500)로 제어 명령을 전달하고, 해당 컨텐츠를 수신하는 역할을 한

다.

재생부(620)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로부터 컨텐츠를 수신하여 이를 재생한다.

컨텐츠 리소스 검출부(630)는 사용자의 선택 등에 의해 현재 소오스 장치로부터 수신받고 있는 컨텐츠의 리소스와 전환하

려는 컨텐츠의 리소스가 동일한지를 검출하고, 이 결과를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미디어서버 콘트롤 포인트(610)로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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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스템 구성하에서, 소오스 장치로부터 싱크 장치로 하나의 연결을 통하여 예를 들어, 라이브 컨텐츠를 수신받

고 있는 상태에서, 싱크 장치가 다른 채널의 라이브 컨텐츠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 본 발명에 따라 소오스 장치와 싱크

장치 간에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연결을 끊어지지 않는다. 즉, 싱크 장치는 더미 커넥션을 이용하여 채널이 변경된 새로운

컨텐츠를 요청하고, 소오스 장치는 채널만 변경하여 변경된 채널에 따른 컨텐츠를 기존의 연결 및 더미 커넥션을 통하여

싱크 장치로 전송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결을 중지함 없이 더미 커넥션을 통하여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컨텐츠를

제공받음으로써 컨텐츠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소오스 장치(500)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소오스 장치(500)의 다른 구성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동일하며, 스트리밍 서버+미디어 서버(520)의 세부적인 구성이 도

시되어 있다.

스트리밍 서버+미디어 서버(520)는 스트리밍 서버(521)와 미디어 서버(524)로 구성된다.

미디어 서버(524)는 제어명령 관리부(525)와, 컨텐츠 관리부(526)와, 컨텐츠 상태 정보(527)를 포함한다.

제어 명령 관리부(525)는 제어 명령을 생성하여 싱크 장치로 전송하고, 싱크 장치로부터 수신된 제어 명령을 해석하여 적

절한 처리를 한다. 본 발명에 따라 제어 명령 관리부(525)는 싱크 장치로부터 브라우즈/서치 명령 등을 수신한 경우에 이

를 해석하고, 컨텐츠 관리부(526)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상태 정보를 싱크 장치로 보내주도록 제

어한다.

컨텐츠 관리부(526)는 컨텐츠들에 대한 상태 정보(527)를 관리한다. 즉, 싱크 장치의 미디어 서버 컨트롤 포인트로부터 컨

텐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을 수신하면,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된 컨텐츠에 관한 정보를 싱크 장치

로 전송한다. 이러한 제어명령 관리부(525)와, 컨텐츠 관리부(526)는 제어부(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의 제어에 의해 그 기

능을 수행한다.

스트리밍 서버(521)는 제어 명령 관리부(522)와, 컨텐츠 전송부(523)를 포함한다.

제어 명령 관리부(522)는 싱크 장치로부터 수신된 컨텐츠에 관한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해석하고, 그 해석 결과에 따라 컨

텐츠 전송부(523)를 적절히 제어한다. 컨텐츠에 대한 제어 명령으로는, play, pause, resume, FF, RW 등의 명령을 포함

한다.

컨텐츠 전송부(523)는 싱크 장치로부터 요청된 라이브 컨텐츠를 튜너(510)로부터 직접 수신하여 싱크 장치로 전송하거나

또는 컨텐츠 저장부(500)에 저장된 컨텐츠를 읽어서 싱크 장치로 전송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싱크 장치(600)로부터 더미 커넥션을 이용하여 컨텐츠요청을 수신한 경우에 컨텐츠 전송부(523)는

기존의 연결은 그대로 두고, 즉 기존의 연결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더미 연결을 설정하여 이 더미 연결을 통해 싱크 장치로

부터 요청된 컨텐츠를 전송한다. 예를 들어, 그 더미 커넥션을 통한 컨텐츠가 튜너의 채널만 변경하는 것에 관한 것이면,

튜너(510)는 새로 요청된 채널로 변경하고, 컨텐츠 전송부(523)는 더미 커넥션 및 기존의 연결을 통하여 새로 요청된 채널

의 컨텐츠를 싱크 장치로 전송한다.

이러한 제어 명령 관리부(522)와, 컨텐츠 전송부(523)는 제어부(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의 제어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한

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싱크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싱크 장치(600)의 다른 구성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동일하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미디어 서버 콘트롤 포인트(610)의

세부적인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미디어 서버 콘트롤 포인트(614)는 제어 명령 관리부(615)와, 사용자 인터페이스(616)를 포함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616)는 사용자로부터 A/V 컨텐츠에 대한 제어 동작 명령 예를 들어 "play" 등의 동작 명령을 수신하여

제어 명령 관리부(615)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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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리소스 검출부(630)는 사용자가 전환하기를 원하는 컨텐츠가 소오스 장치의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지를 검출

하여 더미 커넥션을 사용하여 제어 명령을 보낼지 아니면 실제 커넥션을 사용하여 제어 명령을 보낼지 결정한다.

제어 명령 관리부(615)는 Browse 또는 Search 명령을 이용하여 소오스 장치로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소오스

장치로부터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수신된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해석한다. 또한, 특정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얻

기 위해 컨텐츠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수신하여 해석하며, 이에 따라 해석된 정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한

사용자 명령에 관한 정보를 스트리밍 클라이언트(611)로 전달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제어 명령 관리부(615)는 컨텐츠

리소스 검출부(630)로부터 전환하려는 컨텐츠가 동일한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참조하여 명령을 스트리밍

클라이언트(611)로 전송한다. 제어 명령 관리부(615)와 사용자 인터페이스(616)는 제어부(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의 제어

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스트리밍 클라이언트(611)는 제어 명령 관리부(613)와, 컨텐츠 수신부(612)를 포함한다.

제어 명령 관리부(613)는 미디어서버 콘트롤 포인트(614)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명령에 관한 정보 또는 컨텐츠 해석 정보

를 참조하여 컨텐츠에 대한 제어 명령을 생성하고, 이를 전송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라 미디어서버 콘트롤 포인트(614)로

부터 수신한 사용자 명령에 관한 정보로부터 현재 수신하고 있는 컨텐츠를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그 컨텐츠가 동일한 리소

스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일 경우에 제어 명령 관리부(613)는 기존의 연결을 중단하지 않고 더미 커넥션을 이용하여 새

로 선택된 컨텐츠를 가져오도록 하는 명령을 소오스 장치로 보낸다. 또한, 이와 같은 명령에 의해 기존의 연결 및 더미 커

넥션을 통하여 새로 선택된 컨텐츠를 수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미 커넥션을 중지하는 명령을 더 보낼 수 있다.

컨텐츠 수신부(612)는 소오스 장치로부터 A/V 컨텐츠를 수신하여, 이를 재생부(620)로 전송한다. 제어 명령 관리부(613)

와, 컨텐츠 수신부(612)는 제어부(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의 제어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7에 도시된 예에서는 HTTP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싱크 장치는 소오스 장치로부터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브라우즈/서치(browse/search)와 같은 명령을 소오스

장치로 보낸다(710).

이러한 명령을 받은 소오스 장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싱크 장치로 전달한다(720).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여 싱크 장치는 하나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 그 컨텐츠에 해당하는 URL1을 가진

HTTP Get 명령을 보내며(730), 소오스 장치는 URL1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싱크 장치로 전송한다(740). 예를 들어,

URL1 컨텐츠는 소오스 장치에 있는 튜너로부터 수신된 하나의 채널의 컨텐츠를 나타내며, 이 채널의 컨텐츠가 싱크 장치

로 전송된다.

만약 싱크 장치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선택하면, 컨텐츠 리소스 검출부는 새로 선택된 컨텐츠가 소오스 장치의 동일한 리소

스를 사용하는지를 검출하여(750), 만약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더미 커넥션을 사용하여 새로 선택된 컨텐츠를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명령을 전송한다.

본 예에서와 같이 URL2가 URL1과 동일한 튜너를 사용한다면 더미 커넥션으로 HTTP Get URL2명령을 전송한다(760).

소오스 장치는 동일한 리소스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여 해당 명령을 처리할 경우 튜너의 채널을 URL2에 대응하는 채널로

변경한다. 이와 같은 동작에 의해 URL1의 컨텐츠를 보내던 기존의 연결에 아무런 변화없이, 단지 기존 연결에 데이터만

URL1에서 URL2로 변경되어 전송된다(770). 그리고, 새로운 더미 커넥션을 통해 URL2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780).

다음, 싱크 장치는 더미 커넥션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전송한다(790). 더미 커넥션(dummy connection)에 대한 중단은 기

존의 연결이 아직 존재함으로 기존의 연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더미 커넥션은 여러 개 미리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하여 기존에 URL1을 수신하던 싱크 장치는 URL2로 기존의 모든 연결을 유지하고 컨텐츠만을

URL2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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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명한 예에서는 동일한 리소스를 튜너를 예로 들었지만, 이것은 예일 뿐이고, 동일한 하드웨어를 리소스로서 사용

하는 컨텐츠들의 그룹 중에서 컨텐츠 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싱크 장치와 소오스 장치에서의 컨텐츠 전환 방법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

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

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

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컨텐츠 전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

게 추론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소오스 장치의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컨텐츠의 변경은 기존의 연결을 유지하고 더미

커넥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연결에 컨텐츠만을 변경시킴으로써 빠르게 컨텐츠를 변경시킬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컨텐츠를 소비하는 싱크 장치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환하려는 컨텐츠가 상기 컨텐츠를 제공하는 소오스 장치의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지를 검출하는 단계와,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존의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새로 설정되는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커텐츠를

상기 소오스 장치로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소오스 장치로부터 기존의 커넥션 및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를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환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오스 장치로 상기 더미 커넥션의 제거를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환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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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를 제공하는 소오스 장치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싱크 장치로부터 동일한 리소스에서 컨텐츠를 전환하는 경우에 기존의 커넥션은 유지하면서 새로 설정

도는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싱크 장치로 기존의 커넥션 및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환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싱크 장치로부터 상기 더미 커넥션의 제거를 요청하는 명령을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더미 커넥션을 제거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환 방법.

청구항 7.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환하는 싱크 장치에 있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소오스 장치의 동일한 리소스로부터 컨텐츠를 전환하는 경우에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로

전환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환하려는 컨텐츠가 상기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지를 검출하고,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기 더미 커

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상기 소오스 장치로 요청하고,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소오스 장치로부터 기존의

커넥션 및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수신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 장치.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소오스 장치로 상기 더미 커넥션의 제거를 요청하도록 더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 장치.

청구항 10.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환하는 소오스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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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를 소비하는 싱크 장치로부터 동일한 리소스에서 컨텐츠를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명령을 수신한 경우에 상기 싱크

장치로 기존의 커넥션 및 상기 더미 커넥션을 통해 상기 새로운 컨텐츠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오스 장치.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싱크 장치로부터 상기 더미 커넥션의 제거를 요청하는 명령을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더미 커넥션을 더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오스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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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등록특허 10-0611987

- 11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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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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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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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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