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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홈 네트워크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편집하고, 이를 원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홈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

신하고,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편집한 후 홈 네트워크의 소정 디바이스로 전송하여 상기 멀티미디어 컨

텐츠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내부기기와 네트워

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홈 네트워크 상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정하고 편집한 뒤 변경된 사

항을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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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UPnP(Universal Plug and Play)기반의 홈 네트워크에서 피제어 장치(Controlled Device)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

츠를 컨트롤 포인트(Control Point)가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 장치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편집하는 단계; 및

상기 편집된 메타데이터가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되도록 상기 편집된 메타데이터를 피제어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메타 데이터는 DIDL-Lite포맷에 따라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4.

UPnP(Universal Plug and Play)기반의 홈 네트워크에서 피제어 장치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 장치로부터 상기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편집하는 메타데이터관리부; 및

상기 편집된 메타데이터가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되도록 상기 편집된 메타데이터를 상기 피제어 장치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며,

상기 메타 데이터는 DIDL-Lite포맷에 따라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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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관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홈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멀티미

디어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편집하고, 이를 원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차으로 증가하고 데이터 양이 방대해짐

에 따라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스템 구현

을 위해서 멀티미더어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홈 디바이스(103)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러

한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휴대폰, PDA와 같은 외부기기(101)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브라우

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메타데이터를 편집 및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메타데이터를 원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외부기기(101)는 미디어 서버(102)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사용자는 외부기기(101)를 사용하여 미디어 서버(102)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브라우징할 수 있으며, 편집 및 수

정에 관련된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메타데이터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관련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표현하고 쉽게 검색하기 위해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 조건등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는 파일명, 파일크기, 생성일자에서부터 음악

파일에 부가되는 제목, 작곡자, 가수명, 장르 등의 정보를 담는 MP3의 ID3 Tag나 JPEG파일의 Exif Tag가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기기(103)내에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연관되어 저장되어 있으며, 컨텐츠 프로바이더(Provider)가 외부 장치

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입력될 때 기기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될 수도 있다. 이러한 메타

데이터는 미디어 서버(102)가 관리하며, 외부기기(101)로부터 수신되는 명령에 의해서 제어된다.

미디어서버(102)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외부기기에 제공하며 사용자에 의해 변경된 메타

데이터를 원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한다. 또한 외부기기(101)로부터 전달되는 여러가지 제어명령을 실행한다. 그

러므로 사용자는 외부기기(101)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어할 때, 미디어서버(102)가 제공하는 각각의 멀티미디

어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한 다음 외부기기(102)의 내부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통해서 브라우징 하며, 원하는 정보를 편집 및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종래 시스템에서는 홈 디바이스 내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외부기기(101)에서 편집하고 수정

한뒤 변경사항을 원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하는 작업, 즉 Contents Management Operation(이후 CMO라 칭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기(101)가 기기(103)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즉, 메타 데이

터를 편집하기 위한 디바이스는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저장된 기기(103)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되어 있어야 하므로 멀티

미디어 컨텐츠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CMO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사용자는 홈 네트워크 내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

하여 CMO를 수행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댁내의 홈네트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경우,

또는 외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받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분류하고 인덱싱 하는 경우 홈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즉 댁내에 상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댁내의 홈네트워크에 연결하여 CMO를 수행할 수 있지만 통신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오프라인 환경에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메타 데이터를 오프라인 상에서 편집하고, 편집된 메타 데이

터를 홈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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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의 임의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하는 방법

에 있어서, 상기 홈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편

집하는 단계; 및 상기 편집된 메타데이터가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되도록 상기 편집된 메타데이터를 상기 홈 네트

워크의 소정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홈 네트워크는 UPnP(Universal Plug and Play)를 기반으로 하며, 상기 메타데이터는 DIDL-Lite포맷에 따

라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관리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의 임의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홈 네트워

크를 통해 상기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편집하는 메타데이터관리부; 및 상기 편집된 메타데이터가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되도록 상기 편집된 메타

데이터를 상기 홈 네트워크의 소정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도이다.

제 2도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크게 제어디바이스(201), 피제어디바

이스(202) 그리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미디어 저장소(203)로 분류할 수 있다. 제어디바이스(201)는 미디

어 저장소(203)에 저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피제어디바이스(202)를 통해서 요청한다. 피제어 디

바이스(202)는 미디어 스토리지(203)에 저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하고 이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특정한

포멧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으며 제어디바이스가 메타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해당 메타 데이터를 전송한다. 미디어 저장소

(203)는 실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저장되는 디바이스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제어디바이스(301)는 피제어 디바이스(305)에서 관리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브라우징하고 편집 및 수정

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써,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피제어디바이스(305)로부터 수신하는 수신부(302), 사용자

로부터 편집 및 수정된 메타데이터를 피제어디바이스(305)에 전송하는 전송부(303), 사용자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정하

고 편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받아 수신부(302)에서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편

집 및 수정하는 메타데이터 관리부로(304)를 포함한다.

피제어디바이스(305)는 미디어 저장소(310)에 저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해당되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구

성하며 제어디바이스(301)에게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는 디바이스로써, 미디어저장소(310)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309), 제어디바이스(301)로부터 수정된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307) 및 수신부(307)에서 수신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CMO를 수행하는 미디어 관리부(308), 제어디바이스

(301)에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부(306)를 포함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제어디바이스(201)는 홈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피제어 디바이스(202)에게 특정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요청하고(410), 피제어 디바이스(202)로부터 해당 메타데이터를 수신 및 저장함으로써 캐싱(caching)한다(420). 이후, 홈

네트워크에서 단절된 제어 디바이스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메타 데이터를 편집하고(430), 다시 홈

네트워크에 접속한 후, 변경된 메타 데이터를 홈 네트워크 내의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한다(440). 이러한 방법에

의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취향에 따라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CMO를 수행할 수 있

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UPnP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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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 UPnP AV Control Point(501)는 도 4에서의 제어디바이스(301), UPnP AV Controlled Device(502)는

피제어디바이스(305), UPnP AV Control Point(501)의 내부 모듈인 Cashing Module(503), CDS Management Module

(504) 및 UPnP Media Server Control Point(이후 UPnP MS CP)(505)는 각각 수신부(302), 메타데이터 관리부(304), 전

송부(303)에 대응된다. 그리고 UPnP AV Controlled Device(502)의 Metadata Extractor(506)는 전송부(306), UPnP

Media AV Server(이후 UPnP MS라 칭함)(507)는 수신부(307), 미디어 관리부(308),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309)의

기능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부(307)의 역할은 UPnP MS(507)가 직접 담당하게 되고 UPnP MS의 내부 모듈인

CDS(508)가 미디어 관리부(308)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CDS(508)에서 제공하는 DIDL-Lite 포맷의 XML 문서(509)는

AV Contents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나타내게 된다.

동작을 살펴보면, UPnP AV Control Point(501)는 AV Contents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 UPnP MS CP(505)

를 이용하여 UPnP MS(507)에게 메타데이터를 요청하는 A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Metadata

Extractor(506)는 CDS(508)를 통해 메타데이터(DIDL-Lite XML문서)(509)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Action

Request 에 대한 응답메시지로 UPnP AV Control Point(501)에 전송한다. 메타데이터를 수신한 UPnP AV Control

Point(501)는 Caching Module(503)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캐싱함으로써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UPnP AV

Control Point(501)의 CDS Management Module(504)를 통해서 Caching Module(503)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브라우징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취향에 맞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에 의해 메타 데이터의 편집이 완료되면, UPnP AV Control Point(501)는 UPnP Controlled Device(502)에게 변

경된 메타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UPnP Controlled Device(502)의 UPnP MS(507)의 CDS(508)는 변경된 메타데이터

를 기존의 메타데이터에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변경된 사항을 UPnP CDS(508) Action을 통해서 실제 AV

Contents에 반영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DIDL-Lite XML문서로 구현된 메타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UPnP CDS(508)를 통하여 저장되는 데이터는 크게 item과 container의 두 가지 메타데이터 클래스로 분류된다. item은

주로 하나의 단위로 존재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예를 들면 동영상 파일이나 음악 파일을 나타내며, container들은 item

들을 포함하는 단위이며, 폴더, 앨범 등이 container의 예가 된다. 이들은 모두 object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된다. 또한

item 클래스는 영상, 이미지, 음악 등을 표현하기 위한 하위 클래스로 분류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

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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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내부기기와 네트워크에 연결되

지 않은 상태에서도 홈 네트워크 상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정하고 편집한 뒤 변경된 사항을 멀티미

디어 컨텐츠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홈 디바이스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도,

등록특허 10-0694157

- 5 -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UPnP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편집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DIDL-Lite XML문서로 구현된 메타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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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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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694157

- 8 -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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