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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HAVi 네트워크 및 UPnP 네트워크를 브리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양쪽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

워크 상의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소프트웨어 요소를 나타내는 브리지 디바이스에 연결되며, 상기 방법은 브리지 디

바이스의 레벨에서 포함한다. 본 방법은, -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된 UPnP 디바이스를 검출하는 단계와; - HAVi 네

트워크 상의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기 위한 각 UpnP 디바이스용 프록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을 생성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본 방법은, - 레가시 디바이스 유형인 것으로 선언되는 프록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을 등록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7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UPnP와 HAVi 네트워크를 브리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가정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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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브리지 기능은 UPnP 네트워크 상의 HAVi 소프트웨어 요소(예를 들어 디바이스 제어 모듈 및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

를 나타내는 것과, HAVi 네트워크 상의 UPnP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HAVi 규격에 따라, HAVi 네트워크 상의 각 디바이스는 구성 메모리를 포함하애 하며, 이 메모리로부터 특정한 설명 

데이터(descriptive data)(자가 설명 데이터를 위한 'SDD' 데이터)가 판독될 수 있다.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브리지의 프록시 디바이스는 현실적인(real-world) 디바이스가 아니므로, 그러한 구성 

메모리를 갖지 않는다.

2000년 5월 31일에 톰슨 멀티미디어(THOMSON multimedia)가 출원인으로서 출원하고 2000년 12월 14일에 공개

된 특허 출원 WO 0076131은 HAVi(Home Audio/Video interoperability: 가정용 오디오/비디오 상호 운용성) 네트

워크 및 UPnP(Universal Plug and Play: 범용 플러그 앤드 플레이) 네트워크를 브리징하는 디바이스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HAVi 네트워크와 UPnP 네트워크를 브리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2가지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 

상의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소프트웨어 요소를 나타내는 브리지 디바이스에 연결되며, 이 방법은, 브리지 디바이스

의 레벨에서,

-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된 UPnP 디바이스를 검출하는 단계와;

- HAVi 네트워크 상의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기 위해 각 UPnP 디바이스용 프록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브리지 방법으로서,

- 레가시(legacy) 디바이스 유형인 것으로 선언되는 프록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을 등록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한다.

UPnP 디바이스가 HAVi 네트워크 상의 레가시(LAV) 디바이스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HAVi 디바이스는 이들 

디바이스에 존재할 어떠한 구성 메모리도 기대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은,

- UPnP 네트워크 상에서 적어도 특정한 유형의 UPnP 서비스를 검출하는 단계와;

- 각 검출된 UPnP 서비스를 위한 프록시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여기서 주어진 UPnP 서

비스를 나타내는 프록시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은 UPnP 네트워크 상의 UPnP 서비스와 연관된 UPnP 디바이스

를 나타내는 프 록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에 통합되는, 생성 단계와;

- 프록시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을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은,

- HAVi 네트워크 상에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 및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을 검출하는 단계와;

- 각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을 위한 프록시 UPnP 디바이스, 및 각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을 위한 UPnP 서

비스를 생성하는 단계와;

- UPnP 규칙에 따라 프록시 UPnP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UPnP 디바이스 및/또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프록시 HAVi 소프트웨어 요소는 비-61883 

유형인 것으로 선언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본 방법은,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의 등록 이전에,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에 관한 설명

데이터를 요청하는 단계와, 설명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만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를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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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특성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을 통해 설명된, 비제한적인 실시예의 설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HAVi-UPnP 브리지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HAVi 디바이스를 포함하지만, UPnP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이전의 도 1의 네트워크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UPnP 디바이스의 통보 단계 동안 도 4의 네트워크를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UPnP 디바이스를 위해 DCM 및 FCM을 생성한 후에 도 5의 네트워크를 도시한 블록도.

도 5는 UPnP 디바이스가 HAVi 디바이스에 의해 제어될 때 메시지 흐름을 예시하는 도 6의 네트워크를 도시한 블록

도.

도 6은, HAVi 디바이스에 의해 개시될 때 브리지에 대한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본 실시예에 사용된 단계 및 도 1의 

네트워크를 도시한 블록도.

도 7은, UPnP 디바이스에 의해 개시될 때 브리지에 대한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본 실시예에 사용된 단계 및 네트워

크를 도시한 블록도.

실시예

본 실시예에 따라, 브리지 디바이스는 HAVi 네트워크와 UPnP 네트워크를 연결시킨다. HAVi는 'Home Audio Video

interoperability: 가정용 오디오 비디오 상호 운용성'의 약자이고, 특히 IEEE 1394 버스에 기초한 가정용 네트워크

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정의한다. HAVi 규격의 현재 버전은 v1.1이고, 이것은 2001년 5월 15일에 발

간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 94583, 샌 라몬 슈트 275, 비숍 드라이브 2694(2694 Bishop Drive, Suite 275 San Ra

mon, CA 94583, USA)에 있는 HAVi사로부터 이용가능하다. UPnP는 'Universal Plug and Play: 범용 플러그 앤드 

플레이'의 약자이고, 또한 인터넷 프로토콜(IP)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한다. UPnP 규격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관리한 UPnP 포럼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HAVi 네트워크 또는 UPnP 네트워크인 경우에, 응용 및 다른 요소는 이용가능한 기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HAVi 네트워크에서, 기능은 FCM(Functional Control Module: 기능적 제어 모듈)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요소에 의

해 나타난다. 계층적으로 말하면, FCM은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DCM(Device Control Module: 디바이스 제어 모듈)

에 항상 포함된다. DCM은 하나를 초과하는 FCM을 포함할 수 있다(예를 들어 디지털 VCR을 나타내는 DCM은 튜너 

FCM 및 VCR FCM을 포함한다). 각 디바이스마다 하나의 DCM만이 존재한다.

HAVi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 요소가 그 기능을 네트워크에 제공하기를 원하면, '레지스트리'라 불리는 로컬 소프

트웨어 요소로 자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FCM이 생성될 때(FCM은 디바이스 부팅 시간 또는 실행 시간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DCM 제어 유닛 즉 'DCU'의 다운로드), 자체 디바이스의 레지스트리에 자체적으로 등록한다.

어떤 서비스가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한 지를 응용이 알기 원할 때, 응용은 네트워크의 모든 레지스트리로 질의(quer

y)를 송신한다.

더욱이, 이벤트(event) 시스템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동적으로 생성된 소프트웨어 요소를 위해 존재한다. 레지스

트리는 소프트웨어 요소의 등록 또는 제거를 통보하기 위해 2개의 이벤트, 즉 NewSoftwareElement(소프트웨어 요

소가 방금 등록되었음을 표시함), 및 GoneSoftwareElement(소프트웨어 요소가 방금 등록 해제되었음을 표시함)를 

사용할 수 있다. HAVi 네트워크에는 폴링(polling)이 필요 없 다.

소프트웨어 요소가 HAVi 레지스트리보다 새로운 것이면(즉, 소프트웨어 요소는 알려지지 않은 유형임), HAVi 네트

워크 상에서 새로운 기능으로서 여전히 인식되고 보여질 것이다.

UPnP는 HAVi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개념을 통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PnP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의 

서비스는 네트워크 상에서 통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UPnP는 '멀티캐스트를 위한 HTTP 오버 UDP(HTTP over U

DP for multicast)'(HTTPMU)를 사용한다. 응용이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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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프로토콜은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 간단한 서비스 발견 프로토콜)이다. 서비스 발견 프로

토콜은 이벤트 통지(notification)용 GENA(General Event Notification Architecture) 프로토콜과 조합될 수 있다. 

어떤 서비스가 이용가능한 지를 응용이 알기 원할 때, 응용은 SSDP 발견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송신한다. 요청과 일치

하는 서비스는 유니캐스트 모드(HTTPU)로 응답을 다시 송신해야 한다. 질의는 매우 광범위하거나(예를 들어 모든 

서비스) 또는 매우 제한(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서비스)될 수 있다.

서비스가 네트워크 상에서 새로운 것일 때, 서비스의 존재를 통보하기 위해 GENA-SSDP '얼라이브(alive)' 멀티캐스

트 메시지를 송신해야 한다.

얼라이브 메시지 및 발견 응답 메시지는 수명 한계(age limit)('최대-수명') 필드를 포함한다. 최대 수명 필드는 초단

위로 서비스 유효를 나타낸다. 서비스가 이 때 이후에 여전히 존재하면, 다른 얼라이브 메시지는 서비스에 의해 송신

되어야 한다(또는 다른 발견 질의가 이루어진다).

UPnP 네트워크에서, 간단한 객체 액세스 프로토콜(SOAP)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어가 수행된다.

브리지 디바이스의 역할은, 하나의 네트워크의 임의의 디바이스가 다른 네트워크의 임의의 디바이스와 통신하도록 

하기 위해 메시지를 일측으로부터 타측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양쪽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다. 브리지는 또한 스

트림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도 1은 IEEE 1394 버스(2)에 연결된 HAVi 디바이스(1)를 포함하는 HAVi 네트워크의 일례를 도시하며, 이 HAVi 네

트워크는 IP 넷(4)에 연결된 UPnP 디바이스(3)를 포함하는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양쪽 네트워크는 브리지 디

바이스(5)에 의해 연결된다. 브리지(5)는 HAVi 프로토콜 스택, IP 프로토콜 스택 뿐 아니라 제어 메시지, 이벤트, 스

트림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다른 네트워크로 변환하거나 매핑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따라, 브리지는 디바이스 및 응용에 투명할 것이다.

본 실시예에 따라, UPnP 디바이스는 HAVi DCM에 의해 나타나는 한편, UPnP 서비스는 서비스에 연결된 UPnP 디

바이스를 나타내는 DCM 내에 HAVi FCM에 의해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HAVi DCM은 UPnP 디바이스에 의해 나타

나고, HAVi FCM은 이러한 FCM을 포함하는 DCM을 나타내는 디바이스와 연관된 서비스에 의해 나타난다. 브리지에

의해 생성된 소프트웨어 요소는 이후에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라 부른다.

브리지 기능은 각 네트워크 상에서 적절하게 디바이스를 나타내고; HAVi 네트워크 상에서 각 DCM 또는 FCM에 대

해, UPnP 디바이스 또는 UPnP 서비스를 생성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각 UPnP 디바이스, 각 서비스에 대해, 브리지

는 HAVi DCM, 각 FCM을 생성한다.

브리지 디바이스는, 서비스, 디바이스, FCM 또는 DCM이 추가 또는 제거될 때마다 각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것을 갱

신해야 한다.

각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브리지는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몇몇 HAVi DCM을 관리할 수 있다. 브리지는, 브리

지 디바이스가 브리지 기능이 아닌 기능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체 DCM을 또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리지 기능은 텔레비전 수신기 또는 위성 디코더와 같은 디바이스에 포함될 수 있다.

HAVi 규격에 따라, 그리고 IEEE 1212 표준에 따라, IEEE 1394 디바이스인 각 HAVi 디바이스는 구성 메모리를 포

함한다. HAVi 및 IEEE 1394-2000은 이 메모리에 보유된 다수의 파라미터를 한정한다. HAVi에 의해 한정된 파라미

터는 자가 설명 데이터, 즉 'SDD'라 불리고, 다른 디바이스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브리

지의 DCM은 실제 IEEE 1394 디바이스를 나타내지 않아서, SDD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HAVi/IEEE 1394에 따른

구성 메모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기 위해 브리지에 의해 생성된 DCM은 레가시 디바이스('LA

V' 또는 레가시 오디오/비디오 디바이스)로서 선언된다. IEEE 1394 디바이스일 수 있거나 아닐 수 있는 이들 디바이

스는 HAVi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SDD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DCM의 특성은 DCM::

GetDeviceClass라 부르는 DCM 응용 프로그래밍가능한 인터페이스(API)의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

해 인식될 수 있다

HAVi 규격에 따라, DCM 또는 FCM은 로컬 레지스트리로 자신을 등록한다. 등록할 동안, DCM은 특정 량의 정보, 특

히 TargetID라 부르는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며, 이 데이터 구조는 등록된 소프트웨어 요소가 디바이스(DCM), 디바

이스의 기능적 구성요소(FCM) 또는 응용 모듈인지를 표시한다. 처음 2가지 경우에, TargetID 데이터 구조는, DCM 

또는 FCM이 특히 IEEE 1394 네트워크에 걸쳐 등시성 스트림(예를 들어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의 전송을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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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EC 61883 표준에 따르는 지를 또한 표시한다. 2개의 TargetID 데이터 구조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HAVi 규격은, TargetID 구조가 IEEE 1394 디바이스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64비트량인 범용 고유 식별자('GUID')를

포함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GUID 식별자는 디바이스의 구성 ROM에 저장되고 네트워크 리셋을 통해 지속된다. 

스트리밍의 정황 내에서, TargetID에 주어진 GUID는, 스트림이 송신되거나 스트림이 수신되는 물리적 HAVi 디바이

스를 식별한다. 특정 디바이스 유형에 대해, 이것은 스트림 소스 또는 싱크 디바이스와 연관된 DCM의 호스트 디바이

스가 아니라 최종 목표 디바이스 GUID일 수 있다.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DCM은 자체 GUID 식별자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브리지가 UPnP 네트워크로부터 수신

된 스트림은 HAVi 네트워크 스트림로 또한 송신되거나, UPnP 디바이스에 통과될 스트림은 HAVi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기 때문에,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이러한 DCM은 TargetID 데이터 구조에서 브리지의 GUID 식별자를 

사용해야 한다.

가정용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브리지는 일반적으로 HAVi 네트워크와 UPnP 네트워크 사이의 브리지의 기능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송신하거나 수신 및 처리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브리지는 자체

DCM을 갖고, 이 DCM은 IEC 61883에 따르는 유형일 것이다. 등록할 동안, 브리지 자체의 DCM은 자체 GUID 식별

자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DCM의 디바이스 유형은 UEC 61883에 따른 DCM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결과 HAVi 네트워크에서의 2개의 동일한 TargetID 데이터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브리지 자체 DCM이

DCM_61883 유형이 아닐지라도, 브리지가 UPnP 디바이스에 대해 2개를 초과하는 DCM을 처리하는 경우 동일한 문

제가 발생한다.

비-61883 DCM으로서 UPnP 디바이스의 DCM을 선언하는 것이 제안된다. 이 경우에, 이들 DCM의 TargetID 데이

터 구조는 브리지의 GUID 식별자를 여전히 포함하지만(브리지는 이들 DCM의 호스트이다), TargetID는 브리지에 

의해 각 DCM에 내부적으로 속성을 갖는 식별자인 추가 파라미터에 의해 구별된다.

UPnP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의 HAVi 측상의 비-61883 디바이스로서 보여진다는 사실은, 이들 디바이스가 스트림을 

송신하거나 수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스트림이 IEC 61883에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사한 방식으로,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프록시 FCM은 비61883 FCM으로 서 선언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HAVi 규격은 목표 소프트웨어 요소 유형을 위한 5개의 상이한 값(DCM_61883, DCM_NON6188

3, FCM61883, FCM_NON61883 및 AM)을 정의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는 변형 실시예로서, 추가 목표 유형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DCM_PROXY 또는 DCM_NON1394는 UPnP 디바이스(또는 다른 비-HAVi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DCM을 식별하고

FCM_PROXY 또는 FCM_NON1394는 UPnP 서비스(또는 다른 비-HAVi 네트워크 상의 서비스 또는 기능)를 나타내

는 것으로서 FCM을 식별한다.

UPnP 측에서, 그러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물리적 디바이스가 수 개의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루트(root) 디바이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로운 프록시 DCM 또는 FCM이 UPnP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생성된 이벤트를 수신할 때, HAVi 응용은 그

러한 DCM 또는 FCM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기를 원할 수 있다. 브리지에 의해 처리된 새로운 프록시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를 UPnP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에게 알려주는 경우, 그 역으로도 또한 가능하다.

이를 위해, 브리지는 프록시를 생성하는 각 HAVi DCM 또는 FCM 또는 UPnP 서비스 또는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어셈블링한다. 이 정보는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의 생성을 통보하기 전에 어셈블링된다.

브리지는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a) 새로운 HAVi 소프트웨어 요소에 대해, 브리지는 (Registry::RetrieveAttributes 기능을 사용하여) 레지스트리로

부터 요소의 속성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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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UPnP 소프트웨어 요소에 대해, 브리지는 전술한 간단한 서비스 발견 프로토콜 '얼라이브' 메시지를 통해 소프

트웨어 요소의 설명을 수신한다. 이 설명은 XML로 기록된 범용 리소스 로케이터(URL: Universal Resource Locato

r)이고, 본 실시예에 따라, 모든 관련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브리지에 의해 분석된다.

(b) 브리지는 새로운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를 생성한다.

(c) 브리지는, HAVi 네트워크 상의 'NewSoftwareElement' 이벤트 메시지(UPnP 소프트웨어 요소를 나타내는 프록

시를 위한)를 사용하여, 또는 UPnP 네트워크 상의 'ssdp::alive' 멀티캐스트 메시지(HAVi 소프트웨어 요소를 위한 프

록시를 통보)를 사용함으로써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의 이용가능성을 통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송신한다. UPnP에 

따라, 이러한 멀티캐스트 메시지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벤트 매핑은 표 1에 주어진다.

[표 1]

HAVi UPnP

NewSoftwareElement(레지스트리).

이 이벤트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요소(들)의 SEID를 제공한다. 그러한

이벤트를 수신한 후의 논리적 작용은 소프트웨어 요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기 위해 각 SEID 상의 Registry::RetrieveAttribues이다

ssdp::alive

이 멀티캐스트 메시지는 완전한 설명(XML로

기록됨)을 위해 새로운 개체 및 URL의 유형

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다음 논리적 작용은 

이 URL 상에서 HTTP GET 호출이다.

그래서, 각 개체(루트 디바이스, 디바이스, 서

비스)에 대해 하나의 ssdp::alive 메시지가 

있다.

GoneSoftwareElement(레지스트리)

이 이벤트는 등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요소의 SEID를 제공한다.

ssdp::byebye

개체가 이 메시지를 송신할 수 없다면(플러그

오프), 개체의 이용가능성은 ssdp::alive 폴

링 타이머의 만료로 끝날 것이다.

브리지를 통한 메시지 전송이 이제 설명될 것이다. HAVi 소프트웨어 요소가 프록시 DCM 또는 FCM으로 메시지를 

송신할 때, 브리지는 이 메시지를 UPnP 메시지로 변환한다. 이 메시지는,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 제어에 관련된 경우 

간단한 객체 액세스 프로토콜에 기초하거나, 이벤트 통고에 관한 경우 일반적인 이벤트 통고 구조 프로토콜에 기초한

다. UPnP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가 브리지의 프록시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에 어드레싱한 경우, 반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변환은 모든 메시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의 한정되지 않은 예에서, HAVi 메시지는 송출되지 않고 프록시 

요소에 의해 직접 응답될 것이다: 프록시 FCM은 Fcm::GetDcmSeid 명령을 수신하고; 속하는 프록시 DCM의 SEID

를 다시 제공하여 응답한다.

HAVi 고유 식별자(HUID)는 DCM, FCM 또는 응용 모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HUID는 UPnP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의 각 HAVi 프록시를 위해 생성된다. HUID 식별자는 TargetID 및 다수의 다른 식별자, 즉 'Interfaceld',

'Vendorld', 'n1Uniqueness', 'n2Assigner'를 포함한다. 'n1Uniqueness'는 TRUE로 설정되고, 'n2Assigner'는 DCM

에 대해 NONE으로 설정되고, FCM에 대해 NONE 또는 DCM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UPnP 디바이스의 HAVi 프록시

의 HUID의 메시지 요청 송신은 SEID 식별자의 메시지 요청 송신으로서 처리될 것이다.

HAVi 개체에 의해 송신된 적어도 다음의 메시지는 UPnP 측으로 송출되지 않고, 브리지에 의해 직접 응답될 것이다:

Fcm::GetDcmSeid

Dcm::GetHuid

Dcm::GetFcmSeidList

Fcm::GetH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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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변환을 달성하기 위해, HAVi API와 UPnP API 사이에 등가성(equivalence)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 일대일

대응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브리지는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단일 메시지를 복수의 메시지로 에뮬레이트(e

mulate)해야 하거나, 송신자의 요청이 처리될 수 없는지를 송신자에게 알려주는 초기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다시 송

신해야 할 것이다.

HAVi VCR API, HAVi 오디오/비디오 디스크 APi 및 UPnP AVTransport API 사이의 등가성(존재시)은 표 2에 주

어진다:

[표 2]

HAVi VCR API HAVi AV 디스크 API UPnP AVTransport API

GetItemList

플레이

AVDisc::Play는 직접 입력된 PlayMode 파

라미터를 가지므로, 하나의 호출만이 사용된

다.

플레이

SetPlayMode

레코드

ACDisc::Record는 직접 입력된 RecordMod

e 파라미터를 가지므로, 하나의 호출만이 사

용된다.

레코드

SetRecordMode

고속 앞으로 감기 검색

고속 뒤로 감기 검색

가변 앞으로 감기 스캔

가변 뒤로 감기 스캔

정지

AVDisc에 대해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정지

레코딩 일시정지

레코딩 상태에 특정함. 재생 상태로 일시정지

시키기위해, VariableForward를 사용

일시정지

일시정지는 재생 및 레코딩 상태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토글이 아니

다,

스킵 검색

InsertMedia LoadMedia

EjectMedia EjectMedia

GetState

연관된 전송 상태 및 전송 모드를 복귀

GetTransportInfo

전송 상태 및 속도를 복귀

GetTransportSettings

전송 모드를 복귀

GetRecordingMode

SetRecordingMode SetRecrodQualityMode

GetFormat

미디어 유형 및 기록 상태를 복귀

다수의 트랙은 AVDisc::GetItemList에 의해

복귀됨

GetMediaInfo

다수의 트랙(테이프에 대해, '1'임), 미디어 유형 및 기록 상태를 복귀

GetPosition GetPositionInfo

ClearRTC ResetRelativePosition

삭제 삭제

PutItem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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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Capability

플레이 및 레코딩 포맷을 복귀

레코딩 품질 모드를 얻기 위해, VCR::GetRe

cordingMode를 사용

GetDeviceCapabilities

플레이 및 레코딩 포맷, 및 레코딩 품질 모드를 복귀

GetRejectInfo

AvailableForRecording

표 2에 주어진 API에 관련된 이벤트 사이의 등가성은 표 3에 기술된다.

[표 3]

HAVi VCR 이벤트 및 속성 통보 HAVi AV Disc 이벤트 및 속성 통보 UPnP AVTransport 이벤트

VcrStateChanged는 테이프의 매체 포맷 

및 전송 상태를 제공한다. 전송 상태는 UPn

P CurrentRecordQualityMode 및 Transp

ortPlaySpeed를 포함한다. 매체 포맷은 UP

nP CurrentmediaFormat에 해당한다.

AvDiscStateChanged는 전송 상태, 방

향 및 플러그 수를 제공한다. 전송 상태

는 UPnP PlayMode, RecordMode 및 

TransportPlaySpeed를 포함한다.

TransportState

PlayMode

RecordMode

TransportPlaySpeed

CurrentMediaFormat

VcrStateChanged 이벤트와 등가인 Vcr::c

urrentState

통고 속성

AvDiscStateChanged 이벤트와 등가

인AvDisc::currentState 통고 속성

AvDiscItemChanged

CurrentMediaWriteStatus

NumberOfTracks

CurentTrack

Vcr::counterReset 통고 속성

카운터의 정상적인 증가/감소에 사용되지 

않음

RelativeTimePosition

AbsoluteTimePosition

RelativeCounterPosition

AbsolutecounterPosition

이들에 대한 제약은 알려지지 

않음

Vcr::recordingMode

통고 속성
CurrentRecordQualityMode

Vcr::condensation

도 2 내지 5는 UPnP 디바이스를 UPnP 네트워크에 연결시킴으로써 브리지에서 트리거링된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도

2의 초기 네트워크에서, HAVi 디바이스(1)만이 HAVi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IP 네트워크에는 어떠한 디바이스도 연

결되지 않는다. HAVi 디바이스는, 프록시 서비스(16) 및 프록시 연결 관리자 서비스(10)를 포함하는 프록시 디바이

스(15)로서 브리지에 의해 UPnP 네트워크에 나타난다. 설명의 명백함을 위해, 도 3 내지 5는, 설명에 필요하지 않다

면 브리지의 UPnP 측상의 HAVi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를 도시하지 않는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UPnP 디바이스(3), 이 경우에 UPnP VCR은 IP 네트워크(4)에 연결된다. 브리지(5)는 SSD

P 프로토콜을 통해 이러한 연결을 통고받는 다. 그 다음에, 브리지는 디바이스의 XML 설명을 분석하고, 새롭게 연결

된 디바이스가 VCR 서비스를 포함하는 VCR 디바이스라는 것을 발견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브리지는 UPnP VCR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시뮬레이팅하기 위해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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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HAVi DCM(8) 및 HAVi VCR FCM(9)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2개의 새로운 HAVi 소프트웨어 요소는 브리지의

메시징 시스템(도 4에서 'MSG')으로부터 SEID 식별자를 요청하고, 브리지의 레지스트리('Reg')로 등록한다. 이러한 

등록으로 인해 레지스트리가 HAVi 네트워크에 걸쳐 NewSoftwareElement 이벤트를 송신하게 된다.

HAVi 디바이스(1)의 응용이 PLAY 명령을 UPnP VCR(3)로 송신하기 원할 때, 자체 메시징 시스템을 사용하여 'VCR

::Play' 메시지를 브리지(5)의 VCR FCM로 송신함으로써 Play 명령을 송신한다. 그 다음에, 브리지의 응용은 적절한 

제어 메시지를 UPnP VCR 서비스로 송신한다. 이것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스트림 구축은 도 6 및 7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도 6은 HAVi 디바이스(1)에 의해 개시된 스트림의 구축에 관한 

것이고, 도 7은 UPnP 디바이스(3)에 의해 개시된 스트림의 구축에 관한 것이다.

도 6의 경우에, 디바이스(1)의 응용(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은, 스트림 구축을 담당하는 HAVi에서의 소프트웨

어 요소인 스트림 관리자(SM)의 'FlowTo' 기능을 호출한다. FlowTo 기능 호출의 파라미터는 소스 및 싱크 FCM의 

플러그의 식별자이다. 이러한 정보는 'FcmPlug'라 불리는 데이터 구조에 제공된다. 연결될 FCM{이 경우에 UPnP 디

바이스(3)를 나타내는 브리지의 프록시 FCM 및 HAVi 디바이 스(1)의 FCM}은 전술한 'TargetID' 데이터 구조를 사

용하여 식별된다. 소스 플러그의 TargetID는 브리지의 GUID 식별자를 표시한다.

스트림 관리자는 'DCM::Connet' 기능 호출을 사용하여 수반된 DCM 및 FCM의 레벨에서 필요한 내부 플러그 연결을

트리거링한다. 스트림 관리자는 IEEE 1394 등시성 리소스를 또한 확보하고, 수반된 디바이스의 IEC 61883 플러그 

제어 레지스터를 갱신한다{단계(E1 및 E2)}.

UPnP 네트워크 상의 해당 연결 프로세스는 본 실시예에 따라 기능 호출'DCM::Connect'에 의해 프록시 DCM(8)으로

트리거링된다. 프록시 DCM은, 각각 UPnP 디바이스{즉 연결 관리자 서비스(10)가 프록시 연결 관리자 서비스이다}

로서 HAVi 디바이스(1) 표현 및 UPnP VCR(3)의 부분인 UPnP 연결 관리자 서비스(10 및 11)를 호출한다. 호출된 

기능은 'ConnectionMgr::PrepareForConnection'이다{단계(E3)}. 프록시 DCM은 IP 연결을 또한 구축하고{단계(E

4)}, 브리지 내의 내부 연결을 구축한다{단계(E5)}.

도 6의 예에서, 프록시 DCM이 변형 실시예에 따라 내부 브리지 연결을 구축할지라도, 이러한 작업은 브리지의 전용 

소프트웨어 모듈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모듈은 모든 내부 스트림 연결을 중앙 집중화(centralize)하는데, 이는 처

리 및 대역폭 리소스 관리를 간략화한다.

몇몇 단계의 순서가 변할 수 있는 한편,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도 7은 UPnP 디바이스(3)에 의해 개시될 때 스트림을 구축하는 단계를 도시 한다. 제어점(13)(즉 UPnP 제어기)은 

싱크 및 소스 연결 서비스(10 및 11) 양쪽 모두에서 UPnP의 'ConnectionMgr::PrepareForConnection' 명령을 요청

한다{단계(E1)}. 상기 제어점은 IP 연결을 또한 설정한다{단계(E2)}. 브리지(5)에 의해 제어점(13)으로부터 명령을 

수신하는 것은 브리지의 스트림 관리자(14)로 기능 호출을 트리거링한다{'FlowTo' 기능-단계(E3)}. 이전 경우에서

와 같이, 스트림 관리자는 DCM을 호출하고, HAVi 디바이스와 브리지 사이의 61883 연결을 구축한다. 내부 연결이 

설정된다{단계(E6)}.

도 6 및 7의 양쪽 경우에 있어서, 프록시 DCM 및 프록시 UPnP 디바이스는, DCM::Connect 기능 호출의 수신시 각

각 ConnectionMgr::PrepareForConnection 기능 호출을 작동해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록시 DCM은, UPnP 디바이스가 연결을 개시하였을 때 명령이 브리지의 스트림 관리자(14)로부터 수신

될 때가 아닌 디바이스(1)의 스트림 관리자로부터 명령을 수신할 때 연결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연결 서비

스(10)가 DCM(8)으로부터 ConnectionMgr::PrepareForConnection 기능 호출을 수신할 때, UPnP 네트워크 상에 

연결을 구축해야 하지만, 기능 호출이 UPnP 디바이스(3)의 제어점으로부터 수신될 때 연결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

상기 설명은 주로 HAVi DCM/FCM 및 UPnP 디바이스/서비스 등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DCM 및 FCM이 아닌 일

부 HAVi 소프트웨어 요소가 UPnP 측상에 프록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프록시 UPnP 디바이스

는 HAVi FCM을 나타내는 프록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통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UPnP 디바이 스는, HAVi

가 시스템 요소 StreamManager를 사용할지라도 연결 관리자 서비스가 몇몇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다른 서비스도 또한 추가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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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UPnP와 HAVi 네트워크를 브리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가정 통신 네트워크 분

야 등에 이용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HAVi 네트워크 및 UPnP 네트워크의 브리징 방법으로서, 양쪽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상에 하나의 네트워크로부

터의 소프트웨어 요소를 나타내는 브리지 디바이스에 연결되고,

-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된 UPnP 디바이스를 검출하는 단계와;

- 상기 HAVi 네트워크 상에서 상기 UPnP 디바이스를 나타내기 위한 각 UPnP 디바이스용 프록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을 생성하는 단계를

상기 브리지 디바이스의 레벨에서 포함하는, HAVi 네트워크 및 UPnP 네트워크의 브리징 방법에 있어서,

- 레가시(legacy) 디바이스 유형인 것으로 선언되는 상기 프록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을 등록하는 단계를 특징

으로 하는, HAVi 네트워크 및 UPnP 네트워크의 브리징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UPnP 네트워크 상에서 적어도 특정한 유형의 UPnP 서비스를 검출하는 단계와;

- 각 검출된 UPnP 서비스를 위한 프록시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주어진 UPnP 서비스를 

나타내는 프록시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은 상기 UPnP 네트워크 상의 상기 UPnP 서비스와 연관된 상기 UPnP 

디바이스를 나 타내는 프록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에 통합되는, 생성 단계와;

- 상기 프록시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을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HAVi 네트워크 및 UPnP 네트워크의 브리징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 상기 HAVi 네트워크 상에서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 및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을 검출하는 단계와;

- 각 HAVi 디바이스 제어 모듈용 프록시 UPnP 디바이스, 및 각 HAVi 기능적 구성요소 모듈용 UPnP 서비스를 생성

하는 단계와;

- UPnP 규칙에 따라 상기 프록시 UPnP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HAVi 네트워크 및 UPnP 네트워크의 브리징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UPnP 디바이스 및/또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프록시 HAVi 소프트웨어 요

소는 비-61883 유형인 것으로 선언되는, HAVi 네트워크 및 UPnP 네트워크의 브리징 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를 등록하기 전에, 상기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

에 관련된 설명 데이터(descriptive data)를 요청하고, 상기 설명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만 상기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

소를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HAVi 네트워크 및 UPnP 네트워크의 브리징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UPnP 디바이스 및/또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비-IEEE 1394 프록시 소프트웨어 요소에 특정 목표 

유형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HAVi 네트워크 및 UPnP 네트워크의 브리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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