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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홈 네트워크에서 홈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가 발전함으로써 생기는 홈 내의 복잡한 정보인 홈상태 정보(Home-state Information)를 체계적

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홈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기의 홈상태 정보를 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홈상태의 정보원을 이용하여 홈상태 세트를 구성하

는 단계, 홈상태 세트의 구체적인 인스턴스인 홈상태 객체를 구성하는 단계, 및 홈상태 객체의 속성을 표현하는 홈상태 속

성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기의 홈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홈 에이전트 내의 정보수집모듈을 통하여 정보원을

수집하는 단계, 수집한 정보의 가공을 통하여 홈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생성한 홈상태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및 생성

한 홈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기의 홈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각종 정보원들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모듈,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홈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홈상태 생성모듈, 생성된 홈상태

정보를 홈상태 속성에 따라 분석하는 홈상태 분석모듈, 및 홈상태 생성 모듈에 의해 생성된 정보와 홈상태 분석모듈에 의

해 분석된 정보를 저장하는 홈상태 저장모듈을 포함하는 홈 에이전트, 외부 어플리케이션, 및 홈 에이전트와 외부 어플리

케이션 간에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API)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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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3a

색인어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홈 디바이스(Home Device), 홈상태(Home-state), 객체(Object), 속성(Property),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 메타 데이타(Meta Dat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에 홈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을 설명한 블록도이다.

  도 2는 종래의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설명한 블록도이다.

  도 3a은 홈상태 정보의 아키텍쳐를 나타낸 것이다.

  도 3b는 홈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설명하기 위한 일 예이다.

  도 4는 홈상태 세트를 구성하는 정보원을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도 5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홈상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6은 홈상태 정보를 위한 홈 에이전트의 구성 모듈에 관한 블록도이다.

  도 7은 홈상태 정보를 구성하는 단계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8는 홈 에이전트와 홈상태 정보 아키텍쳐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동작하는 것을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9는 영화감상모드와 방범모드가 작동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원들을 표현한 블록도이다.

  도 10은 영화감상 모드의 경우에 정보원과 홈상태 객체와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도 11은 방범 모드의 경우에 정보원과 홈상태 객체와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도 12는 메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XML 형식을 이용하여 나타난 예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가 발전함으로써 생기는 홈 내의 복잡한 정보인 홈상태 정보(Home-state Information)를 체계적

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홈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방식은 디

바이스 정보와 어플리케이션 정보 등 네트워크에 접속된 장치 각각의 개별적 상태정보만을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의 상태

를 기술하는 방식인데, 홈상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각각의 장치 각각의 개별적 상태정보

를 일일이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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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방식은 개념적으로 상태 정보의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

(121, 122, 123)가 있고 각 디바이스들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정보를(140) 제공받는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이하 NMS라 한다) (110) 같은 응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종래의 방식이 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살펴보면, 상태정보의 정보원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121, 122, 123)

가 자신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NMS(110) 또는 상태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 시스템에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이며 실제로 사무실 환경의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디바이

스(121, 122, 123) 또는 어플리케이션(130)이 독립적으로 상태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NMS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상태

정보를 요구할 때 프로토콜에 맞춰서 건네주는 방식이다.

  종래 기술의 문제점은 기존의 상태정보를 이용하는 모델을 홈 네트워크로 적용했을 때 디바이스 정보와 어플리케이션 정

보(140)등 네트워크 노드(Network Node)에 독립적인 정보, 즉 네트워크에 접속된 장치 각각의 개별정보만으로 홈상태를

모두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종래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홈 네트워크는 지능화된 많은 수의 네트워킹 홈 디바이스와 각종 홈 서비스

가 맞물려서 홈 전체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드 독립적인 상태정보는 홈을 표현하는 상태정보에 있어서 상

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홈의 상태정보는 외부의 NMS(110)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홈의 내부 또는 외부

에 있는 사용자인 인증된 홈 사용자(210, 220)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현재 홈의 상태가 영화감상모드

인지, 외출감시모드인지, 홈에 어린 아이만 있는 상태인지 등의 홈상태 정보는 기존의 노드 독립적인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에서 표현하기는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홈상태 정보 아키텍쳐(Home-state Information Architecture)를 제공함으

로써 어떻게 홈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지에 관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

명은 홈 네트워크가 발전함으로써 생기는 홈 내의 복잡한 정보인 홈상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아키텍쳐를 정의하

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장치내의 소프트웨어 구성모듈을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홈상태 정보를 필요

로 하는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홈상태 정보를 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홈상태의 정보원을 이용하여 홈상태 세트를 구성하

는 단계, 홈상태 세트의 구체적인 인스턴스인 홈상태 객체를 구성하는 단계, 및 홈상태 객체의 속성을 표현하는 홈상태 속

성을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홈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홈 에이전트 내의 정보수집모듈을 통하여 정보원을

수집하는 단계, 상기 수집한 정보의 가공을 통하여 홈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한 홈상태 정보를 분석하는 단

계, 및 상기 생성한 홈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홈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각종 정보원들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모듈, 상기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홈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홈상태 생성 모듈, 상기 생성

된 홈상태 정보를 홈상태 속성에 따라 분석하는 홈상태 분석 모듈, 및 상기 홈상태 생성 모듈에 의해 생성된 정보와 상기

홈상태 분석 모듈에 의해 분석된 정보를 저장하는 홈상태 저장 모듈을 포함하는 홈 에이전트, 외부 어플리케이션, 및 홈 에

이전트와 외부 어플리케이션 간에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API)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에 따라서 발명의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홈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면서 많은 지능적인 홈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이에 대응하여 많은 홈서비스가 홈사용

자와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결국 홈 단위의 시스템이 되며 이 시스템은 여러 상태를 갖게 된다. 이것을 본 발명에서는 홈

상태(Home-state)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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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a의 홈상태 정보의 아키텍쳐 중에서 홈상태 세트(Home-state Set)(310)는 홈상태를 가장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이 된다. 다시 말해서 홈상태 세트(310)는 홈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원 및 이들 정보원들의 조합이 이루는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상기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이란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홈 디바이스들(410),

홈상태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인 홈 에이전트(411), 홈사용자들(412), 홈과 연결되는 외부 서비스들(413), 홈 어플리케이

션들(414) 각각을 의미한다.

  이들 정보원 중 홈 에이전트나 홈 사용자는 각각 홈에 관련된 공통의 프로파일을 뽑아 낼 수 있으나 홈 디바이스와 외부

서비스는 공통의 프로파일을 뽑아 낼 수 없다. 왜냐하면 홈 디바이스와 외부 서비스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각 공통의 정보로 정형화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통의 정보를 뽑아 내

지 못하는 홈 디바이스들과 외부 서비스들의 특징적인 프로파일(311, 312)을 같이 포함한다. 홈 디바이스에 있어서 공통

된 부분 이외의 특징적인 부분을 명시해줄 수 있는 홈 디바이스 고유의 프로파일을 홈 디바이스 프로파일(Home Device

Profiles)(312)이라고 하고, 외부 서비스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 이외의 특징적인 부분을 명시해줄 수 있는 외부 서비스 고

유의 프로파일을 외부 서비스 프로파일(External Home Service Profiles)(311)이라고 한다. 아무튼, 개개의 정보원은 공

통된 기본적 프로파일과 특징적인 고유의 프로파일을 합하여 또는 공통된 기본적 프로파일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프로파일을 갖게 된다. 이러한 프로파일은 객체(Objects)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객체를 정보원 객체(Information

Source Objects)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3b를 참조하여 홈 디바이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각각의 홈 디바이스(410)들에 있어 공통된 기본적인 프로파

일은 홈 디바이스 프로파일(Home Device Profiles)(312)을 참조할 필요없이 디바이스 또는 홈상태 세트 자체로 가지고

있다. 디바이스의 수명, 시간당 전력소모량, 전원스위치의 상태(켜짐/꺼짐 상태) 등의 디바이스가 갖는 객체(Objects)는

그 디바이스가 TV, 조명 또는 카메라 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기본적 프로파일에 속한다. 홈 디바이스 프로파일(312)은

상기 공통된 부분 이외의 특징적인 부분을 명시해줄 수 있는 프로파일을 의미한다. TV의 크기를 나타내는 화면 크기(인

치), 화면의 상하의 비를 나타내는 종횡비(Aspect Ratio) 등의 디바이스 객체는 TV라는 디바이스만의 고유한 홈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속하고, 조명에 있어서의 밝기%, 조명의 색상 등은 조명이라는 디바이스만의 고유한 홈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속한다.

  결국, TV는 TV만의 하나의 프로파일을 갖는데, {디바이스의 수명, 시간당 전력소모량, 전원스위치의 상태, 화면 크기,

화면의 종횡비 등} TV라는 디바이스가 갖는 각각의 객체들의 집합이 TV의 전체 프로파일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

명에 있어서는 {디바이스의 수명, 시간당 전력소모량, 전원스위치의 상태, 조명의 밝기%, 조명의 색상 등}, 조명이라는 디

바이스가 갖는 각각의 객체들의 집합이 조명의 프로파일이 된다.

  마찬가지로, 외부 서비스들도 전체 외부 서비스들에 있어 공통된 객체들의 집합으로서 이루어지는 공통된 기본적인 프로

파일이 있고, 또한 각각의 외부 서비스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명시해줄 수 있는 객체들의 집합으로서 이루어지는 고유의 프

로파일이 있는데, 이를 도 3a와 같이 외부 서비스 프로파일(External Home Service Profiles)(311)이라고 정의한다. 하

나의 외부 서비스는 기본적 프로파일에 속하는 객체와, 외부 서비스 프로파일에 속하는 객체의 전체 집합으로서 이루어지

는 하나의 프로파일을 갖게 되는 것이다.

  홈상태 객체(Home-state Objects)(320)는 홈상태 세트가 구성된 집합에서 실제 홈상태라는 인스턴스를 나타낸 것(인스

턴스화)을 말한다. 인스턴스화란 추상화 개념 또는 클래스 객체, 컴퓨터 프로세스 등을 실제 구현하는 것, 즉 객체에 대해

특정한 변형을 정의하고, 그 이름을 붙여서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홈상태 객체는 앞서 기술한 홈상태 세트에 있는 정보원 또는 정보원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홈 사용자 수, 현재 연결된 홈 디바이스 수, 홈 시스템의 환경모드(예컨대, 외출모드, 영화감상모드 등) 등을 홈상태 세트에

서 인스턴스화한 객체를 말한다. 이러한 객체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본 정보원들로도 가능하지만(홈 사용자 수, 현

재 연결된 홈 디바이스 수) 조합된 정보원(420)들을 통해서 인스턴스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출모드나 영화감상모드

는 최소한 기본 정보원인 홈 디바이스와 홈 사용자 정보가 조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홈상태 속성(Home-state Properties)(330)은 홈상태 정보의 속성을 말하는데, 홈상태 객체(320)가 어떤 타입을 갖고,

어떤 값을 갖고, 데이터 방향성은 어떤것인지(읽기 전용인지 아니면 읽고 쓰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ID

에 따라 어떠한 그래픽으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속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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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상태 사용자 인터페이스(Home-state User Interface)는 상기 홈상태 세트(310), 프로파일, 홈상태 객체(320) 및 홈

상태 속성(330), 즉 홈상태 정보(Home-state Information)를 정형화하여 각 계층별로 외부에 그래픽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홈상태 API(Home-state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350)는 상기 홈상태 정보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홈상태 정보를 외부의 어플리케이션(360)이나 홈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

스(350)를 결합함으로써 홈상태 정보 아키텍쳐(Home-state Information 아키텍쳐)를 정의할 수 있다.

  특정한 홈상태 객체(영화감상 모드, 외출모드 등)에 대하여 어떠한 홈상태 세트를 적용하여야 하고 각 정보원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규칙은 홈 상태 정보 아키텍쳐 자체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

러한 규칙을 직접 정의하거나, 외부서비스로부터 규칙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도 4는 홈상태 세트를 구성하는 정보원을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홈상태 세트(310)는 홈 디바이스(410), 홈 에이전트(411), 홈 사용자(412), 외부 서비스(413), 홈 어플

리케이션(414)과 같은 단일 정보원들로도 구성될 수 있지만 이들간의 조합(420)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만약, 홈상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 정보원이 n개가 있으면 홈상태 세트(310)는 (430) 만큼의 홈상태 정

보원 집합으로 될 수 있다. 예컨대, 기본 정보원이 홈디바이스1, 홈디바이스2, 홈 에이전트, 홈사용자1, 홈사용자2, 외부

서비스1, 외부 서비스2, 홈 어플리케이션1, 홈 어플리케이션2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n=9이므로 홈상태 세트는

개의 정보원 또는 정보원의 조합의 집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

  도 5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홈상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홈상태를 이용하다 보면 이러한 정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간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사람간에 정보 교환

이 있게 되는데 정보 교환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홈상태 정보 아키텍쳐를 서로간에 인식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메타 데이터의 이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IT분야의 성장에 따라 정보교환에 있어서 웹 기반의(Web-based) 어플

리케이션 또는 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홈상태 정보를 위한 메타 데이터의 표현으로 XML을 이용하는

것을 적절한 예로 들 수 있겠다.

  전술한 홈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한 홈 에이전트의 구성 모듈은 도 6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홈 에이전트(Home Agent)(411)는 홈상태를 구성하기 위하여 홈 게이트웨이 또는 다른 특정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홈 네

트워킹에 관련된 각종 정보 및 탑재된 디바이스의 환경정보들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모듈을 말한다.

  정보 수집 모듈(611)은 홈 내부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바이스(610)의 정보를 모으는 디바이스정보 수집모듈(601), 홈

디바이스의 사용권을 갖는 사용자(620)의 기본 정보 또는 선호도(preference) 정보를 모으는 사용자정보 수집모듈(602),

홈 디바이스와 외부 서비스(630)와의 연계 및 홈 사용자(620)와 외부의 서비스(640)와 연계를 통한 홈 서비스 정보를 모

으는 외부서비스 정보수집모듈(603), 홈 내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동급의 역할을 하는 서버로부터 홈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Contents) 정보를 모으는 홈 어플리케이션 정보수집모듈(604), 및 현 디바이스에 탑재된 홈 에이전트 자체의 정보

수집모듈인 홈 에이전트 정보수집모듈(605)로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홈 에이전트는 상기 정보수집 모듈(611)과, 상기 정보수집 모듈의 정보를 받아 홈상태 정보를 만드는 홈상태 생성모

듈(606)과, 생성된 홈상태 정보를 분석하는 홈상태 분석모듈(608)과, 홈상태 분석모듈(608) 및 홈상태 생성모듈(606)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를 저장하는 홈상태 저장모듈(609)과, 홈상태 분석모듈(608)을 통해 외부로 홈상태 정보를 공지할 수

있는 이벤트 발생모듈(609)로서 구성된다.

  홈 에이전트 외부에는 홈 에이전트와 홈 디바이스의 연결부(651), 홈 사용자와의 연결부(652), 홈 디바이스와 외부서비

스 또는 홈 사용자와 외부서비스를 포함한 전체와의 연결부(653, 654), 홈 어플리케이션 또는 컨텐츠와의 연결부(655) 각

각의 단일 인터페이스 또는 통합 인터페이스(65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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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에이전트(600)가 홈 게이트웨이 같은 장치에 탑재되어 각 정보 수집기(601, 602, 603, 604, 605)를 이용하여 홈 내의

기본 정보원(410, 411, 412, 413, 414)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인터페이스는 정보원의 특징에 따라

각각 651, 652, 653, 654, 655와 같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650과 같이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도 있다. 홈이라는 프

라이버시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페이스 인증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홈 에이전트에 의한 polling

방식 또는 정보원의 이벤트에 의한 방식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홈상태 생성 모

듈(606)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술해왔던 홈상태 정보 아키텍쳐에 맞추어 홈상태 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생성된 홈상태 정

보는 두 군데의 모듈로 입력될 수 있다. 하나는 홈상태 저장모듈(609)라는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홈상태 분

석모듈(608)로 입력되는데, 홈상태 저장모듈(609)은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홈 에이전트(600) 외부에 있어

도 무방하다. 홈상태 분석모듈에서는 입력으로 들어온 홈상태 정보를 홈 에이전트(600) 자체의 규칙 또는 홈 환경을 반영

한 외부의 설정에 의한 규칙에 따라 홈상태 정보를 분석한다. 분석된 내용은 필요하다면 이벤트 생성모듈(607)로 입력되

어 외부로 해당 이벤트를 공지할 수 있다.

  도 6의 홈에이전트의 동작을 도 7을 참조하여 이하 설명한다. 상기 기술한대로 각 모듈의 역할에 따라 흐름이 결정되는

데, 먼저 홈 에이전트 내의 정보수집 모듈은 홈 내의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s710), 수집된 내용에 대해 홈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s711), 생성된 정보를 홈상태 분석모듈과 홈상태 저장모듈로 보내고(s712, s713), 홈상태 분석모듈

에서 홈상태 정보를 분석하여 그 피드백을 다시 홈상태 저장모듈에 보내고(s713), 정보 수집을 하는 초기루틴으로 되돌아

간다. 홈상태를 분석한 후 필요하면 이벤트 정보를 공지한다(s714).

  도 8은 홈 에이전트와 홈상태 정보 아키텍쳐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동작하는 것을 표현한 블록도로 더불어 도

3a와 도6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홈 에이전트(600)는 정보원의 수집 인터페이스(810)를 통해 정보원을 수집하여 최종적으로는 홈상태 저장모듈(609)에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이(820, 830) 홈상태 저장모듈(609)에 저장된 홈상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홈상

태 API(350)를 포함한 홈 에이전트 API(840)를 이용하여 저장소에 접근을 하고 필요에 따라 어플리케이션들(820, 830)간

의 홈상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메타 데이타(400)를 이용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동작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9는 영화감상모드와 방범모드가 작동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원들을 표현한 블록도이다. 본 도는 외부

연결시에는 물리적으로 홈 게이트웨이 같은 장치를 통해 밖으로 연결되는 가정을 예로 든 것으로서,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영화감상모드와 방범모드가 어떻게 홈상태 정보를 통해 구성되고 이용되는지를 보여 준다.

  먼저 홈상태 정보의 정의에 따라 홈상태 세트의 구성요소인 정보원 또는 정보원의 조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홈상태 세트

  { 홈 에이전트, DTV, DVD Player, 조명, 커텐, 감시 카메라, 홈 사용자,감시 서비스

  {DTV, DVD Player}, {DTV, 조명}, {DTV, 커텐}, {DTV, 감시카메라},...

  {홈 에이전트, DTV, DVD Player, 조명, 커튼, 감시카메라, 홈 사용자, 감시 서비스}}

  여기서 DTV(Digital TV), DVD Player, 조명, 커텐, 감시 카메라는 각각의 특성을 감안하여 홈 디바이스 공통으로 가지

는 기본적 프로파일에 각각의 홈 디바이스에 따라 고유로 가지는 홈 디바이스 프로파일(312)이 적용된 디바이스이고 홈

에이전트(411)나 홈 사용자(412)는 고유의 프로파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홈 디바이스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프로

파일은 홈 디바이스가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정보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홈상태 정보, 예를 들어 현재 동작중인 디바이스

개수, 홈 디바이스 개수, 평균 전기 사용량, 특정시간대의 전기 사용량 등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평균 전기 사용량을 홈

상태 정보로 만들기 위해 모든 홈 디바이스는 각각 전기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특성

은 어느 정도는 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이름, 인증ID, 집안에 있는가 여부 등), 홈 사용자에 관하여

굳이 사용자별로 고유의 프로파일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홈 디바이스는 각각 기능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프로파일 외에 고유의 프로파일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DTV의 튜너정보, 조명의 밝기% 등은 디바이

스 기능에 특성화된 정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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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상태 세트를 만들기 위해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인 홈 디바이스 프로파일(본 도에서 점선의 원)과 각각의 기능에 맞는

고유의 디바이스 프로파일(네트워크에 연결된 실선의 다각형)이 필수로 존재해야 하며 나머지 프로파일들(외부서비스 프

로파일 등)은 확장하여 추가할 수 있다.

  상기 예로 든 홈상태 세트에서 실제 홈상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영화감상모드와 방범모드라는 홈상태 객체는 각각 다

음과 같은 홈상태 세트에서 추출한 것이다.

  영화감상모드 => {DTV, DVD Player, 조명, 커튼}

  방범모드 => {감시카메라, 홈 사용자, 감시 서비스}

  위의 세트를 객체와 연계하여 홈상태를 표현하면 각각 도 10과, 도11에 나타난 표와 같이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디바이스나 서비스가 연계될 수도 있다. 특정한 홈상태 모드에 대하여

어떠한 홈상태 세트를 적용하여야 하고 각 정보원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규칙은 홈 상

태 정보 아키텍쳐 자체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칙을 직접 정의하거나, 외부서비스로부터 규칙을 제공받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 10과 11을 참조하면, 결국 영화감상모드와 방범모드는 다음과 같은 홈상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영화감상모드 {준비, 재생중, None}

  방범모드 {꺼짐, 서비스 안됨, 작동중, 침입중}

  홈상태 세트가 규정된 객체 값(Object Value)을 갖는 경우에 홈상태 객체가 해당되는 홈상태 정보를 갖는다. 예를 들어,

홈으로부터 DTV가 켜져 있고 DVD Player가 재생되고, 조명이 40% 밝기로 되어 있고, 커튼이 닫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영화감상모드라는 홈상태 객체는 '작동중'이라는 홈상태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홈상태 객체(영화감상모드, 방범모드)가 위와 같은 값을 가질 때에는 이에 대한 속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홈상

태 속성이라 한다.

  예를 들어, 방범모드를 On/Off 로 하려면 홈상태 정보에 대해 '읽고쓰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하

고, 값이 '침입중'을 갖게 되면 외부로 이벤트를 전송해야하는 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ID를 '속성'

으로 가져서 '침입중'의 경우에는 적색의 경고 램프등이 동작하는 이미지를 ID로 할당하여 외부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사용

자가 이를 시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홈상태 속성의 예로는 읽고쓰기, 이벤트적용, 임계치의 범위, 사용자

인터페이스 ID 등이 있다.

  이러한 홈상태 정보를 외부의 어플리케이션들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홈상태 정보를 메타 데이타를 이용하여 표

현하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여 홈상태 정보를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2는 상기한 방범모드 중에 그 값이 '침입중'인 경우에 대하여 메타 데이타로서 XML을 이용한 예를 표현한 것이다.

  크게 보면 <Home-State Info>라는 태그(문서 처음과 끝) 안에 <Home-State Set>와 <Home-State Object>가 구분되

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각각 어떤 정보원에서 어떤 값을 이용했는지 표현하는 것(<Home-State Set> 태그)과 정보원 조

합을 통한 홈상태 객체인 방범모드가 표현된 것(<Home-State Object> 태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방범모드 값에

대한 홈상태 속성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XML 문서에 property는 상태 값에 대해 '읽고쓰기'가 가능한지와 예외

로 '읽기만' 되는 값들의 리스트(<read-only> 태그 이용), 이벤트를 공지하는가 여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ID 값, 그리고 방

범모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리스트( <value-list> 태그 이용)를 나열하였다.

  이러한 XML을 이용한 메타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이러한 홈상태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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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효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효과를 위주로 하여 살펴 보면,

  첫째, 종래와 같이 디바이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독립적인 상태정보만을 이용하던 것과는 달리, 홈 네트워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홈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탄력성 있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홈상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홈 사용자는 홈상태 정보를 통해 홈의 상태를 직

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홈상태 정보가 정의되지 않거나 이용방안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면 독립

적으로 상태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홈상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홈 서비스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및 적어도 하나의 홈 내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원의 조합으로부터 홈 상태 객체를 구성하는 홈 상태 세트 및 상기

홈 상태 세트로 정의된 정보원의 프로파일을 정의하는 단계;

  상기 홈 상태 세트로 정의된 정보원들로부터 상기 정의된 프로파일에 대한 객체 값을 수집하는 단계;

  상기 수집된 객체 값을 분석하여 상기 홈 상태 객체가 갖는 홈 상태 정보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된 홈 상태 정보에 따라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홈상태 세트는 상기 정보원들로부터 공통되는 프로파일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을 정의하는 단계는 상기 정보원들 각각의 고유한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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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로파일을 정의하는 단계는 홈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단계와, 외부 서비스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특정한 홈상태 객체에 대하여 적용할 상기 정보원의 조합 및 상기 정보원의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정보원 객체에 대한 규

칙을 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은 홈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은 외부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홈상태 세트, 홈상태 객체 및 홈상태 속성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한 홈상태 정보를 외부 어플리케이션에서 엑세스할 수 있는 API를 결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사용자 및 적어도 하나의 홈 내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원의 조합으로부터 홈 상태 객체를 구성하는 홈 상태 세트 및 상기

홈 상태 세트로 정의된 정보원의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상기 홈 상태 세트로 정의된 정보원들로부터 상기 정의된 프로파일

에 대한 객체 값을 수집하는 정보 수집 모듈;

  상기 수집된 객체 값을 분석하여 상기 홈 상태 객체가 갖는 홈 상태 정보를 분석하는 홈상태 분석 모듈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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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분석된 홈 상태 정보에 따라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벤트 발생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상태 정보

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수집모듈은

  홈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디바이스정보 수집모듈 ;

  홈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용자정보 수집모듈 ;

  상기 홈 디바이스와 외부서비스와의 상호 작용에 관한 정보 또는 홈 사용자와 또 다른 외부서비스와의 상호 작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외부서비스 정보 수집모듈 ;

  홈 서버에 내장된 홈 어플리케이션 또는 컨텐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홈 어플리케이션 정보 수집모듈 ; 및

  홈 에이전트 자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홈 에이전트 정보 수집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홈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이

용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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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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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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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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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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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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