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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All-IP(Internet

Protocol) 망에서 고정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제공받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로 연속적으로

(Seamless)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각각의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이동성 부여 요청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다중 사용자에 대해 멀티미디어 컨

텐츠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

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IP(Internet

Protocol) 형식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아 출력하

는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연속 시청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는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및 상기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대해 상기 특

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고,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부터의 연속 시청 요청에 따라 상기 특정의 멀티미

디어 컨텐츠의 특정 시점 이후를 새로운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생성하여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 제공

하는 컨텐츠 서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제공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2

색인어

멀티미디어, 이동성, 컨텍스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에 관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에 관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3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중의 컨텐츠 서버에 관한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

도 4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의 제 1 실시예 흐름

도.

도 5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텍스트 정보의 일실시예 구조도.

도 6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의 제 2 실시예 흐름

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록특허 10-0640490

- 2 -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All-IP(Internet

Protocol) 망에서 고정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제공받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로 연속적으로

(Seamless)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 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에 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종래의 기술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11), IP(Internet Protocol) 형식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는 네트워크(12), 네트워크(12)를 통해 컨텐츠 서버(11)로

부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장치(13) 및 네트워크(12)를 통해 컨텐츠 서버(11)로부

터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끊김없이 제공받아 출력하는 사용자 단말(14)을 포함한다.

좀 더 상세히 그 동작을 살펴보면, 우선 컨텐츠 서버(11)는 네트워크(12)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13)로 특정의 멀티미디

어 컨텐츠를 전송한다(101, 102).

이때,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장치(13)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소비(시청)한다. 특히 이 경우 사용자가 소유한 PDA 등

의 사용자 단말(14)은 해당 디스플레이 장치(13)에 대한 제어 동작을 할 수 있다(103).

이와같이, 디스플레이 장치(13)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던 사용자에게 해당 디스플레이 장치(13)를 계속해서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14)을 통해 컨텐츠 서버(11)로 현재 디스플레이 장치(13)를 통해 소비

중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해당 사용자 단말(14)을 이용하여 소비할 것임을 요청한다(104, 105). 이와 같은 요청을 위하

여 특별한 제어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컨텍스트 정보라 한다.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에는 연속 소비(시청)를 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ID,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소비 정도, 연속적인 소

비를 원하는 사용자 단말의 정보 및 사용자 ID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컨텐츠 서버(11)는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장치(13)에서 해당 사용자 단말(14)로 목적지를 바꾸

어 전송한다(106, 107).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치(13)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전송은 종료된다.

이와 같은 종래의 기술은, 하나의 특정 사용자가 자신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소비(시청)하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동하

여 특정 사용자 단말에서 연속 소비(시청)를 하고자 할 때 소비하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ID,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

한 소비 정도, 연속적인 소비를 원하는 사용자 단말의 정보 및 사용자 ID 등을 포함하는 컨텍스트 정보를 컨텐츠 서버(11)

에 전달하고, 그 특정 사용자가 새로이 지정된 사용자 단말을 통해 기존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끊김 없이 연속하여 소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기술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동하여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어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목적지 주소를 바꾸어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하나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정에서 여러 명이 하나의 특정 TV 컨텐츠를 함께 시청하고 있을 때, 그 중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이

그 컨텐츠를 각각 이동하여 다른 곳의 디스플레이 단말에서 연속하여 각기 다른 시간에 소비 하고자 할 때, 종래의 기술을

통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제공받는 중 목적지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이기 때

문에 다수의 사용자 단말을 통해 각각 목적지 주소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 단말을 지원할 수는

없다.

또한, 종래의 기술은 단순히 목적지의 주소를 변경하여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 단말에 대해 해당 사용자

단말에 대한 적절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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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각각의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이동성 부여 요청을 각각 독

립적으로 처리하여 다중 사용자에 대해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

공 시스템 및 그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의 사용자 단말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고자 하는 컨텐츠 서버에 대한 정보를 현재 멀티미디

어 컨텐츠를 제공받고 있는 장치로부터 얻음으로써 쉽게 컨텐츠 서버에 대한 디스커버리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또다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의 사용자 단말에 대한 해상도 정보 등을 컨텍스트 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컨텐츠 서버가 이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또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IP(Internet Protocol) 형식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

츠를 제공받아 출력하는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연속

시청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는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및 상기 제 1 멀티미디어 출

력 장치에 대해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고,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부터의 연속 시청 요청에

따라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특정 시점 이후를 새로운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생성하여 상기 제 2 멀티

미디어 출력 장치로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가,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대해 제 1 소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제 1 단계; 상

기 제 1 소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 중,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부터 상기 제 1 소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

한 이동성 요청을 수신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의 이동성 요청에 따라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부터 전달

된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에서 확인한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를 위한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 전송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에 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

텐츠 서버(21), IP(Internet Protocol) 형식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는 네트워크(22), 네트워크(22)를 통해 컨텐츠 서버

(21)로부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장치(23) 및 네트워크(22)를 통해 컨텐츠 서버

(21)로부터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끊김없이 제공받아 출력하는 다수의 사용자 단말들(24-1, 24-2, 24-3)을

포함한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장치(23)는 IP-STB(Settop Box)과 연결이 되어서 디지털 컨텐츠를 수신하여 화면에 재생시킬 수 있

는 장치(예를 들면, PC, LCD TV, PDP TV, 디지털 TV,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모바일 폰 과 스마트 폰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24-1 내지 24-3)은 유선 단말(예컨데, 네트워크 접속 수단을 갖는 컴퓨터 등) 또는 무선 단말(예를 들

면, 셀룰러 폰, PCS, PDA, IMT-2000, PDA 폰, 스마트 폰 등)을 포함한다.

좀 더 상세히 그 동작을 살펴보면, 우선 컨텐츠 서버(21)는 네트워크(22)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치(23)로 특정의 멀티미디

어 컨텐츠를 전송한다(201, 202).

이때, 다수의 사용자들은 디스플레이 장치(23)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소비(시청)한다. 특히 이 경우 다수의 사용자

들은 각각 소유한 PDA 등의 사용자 단말(24-1, 24-2, 24-3)은 해당 디스플레이 장치(23)에 대한 제어 동작을 할 수 있다

(203-1, 203-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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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디스플레이 장치(23)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던 사용자에게 해당 디스플레이 장치(23)를 계속해서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용자는 사용자 단말(24-1)을 통해 컨텐츠 서버(21)로 현재 디스플레이 장치(23)를 통해 소

비 중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해당 사용자 단말(24-1)을 이용하여 소비할 것임을 요청한다(204, 205). 이와 같은 요청을

위하여 특별한 제어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컨텍스트 정보라 한다. 이러한 컨텍

스트 정보에는 연속 소비(시청)를 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ID,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소비 정도, 연속적

인 소비를 원하는 사용자 단말의 정보 및 사용자 ID를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자 단말의 정보는 사용자 단말의 IP 정보 및

사용자 단말의 해상도 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컨텐츠 서버(21)는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컨텍스트 정보에 따른 시점으로부터 해당 사용자 단말(24-1)의

단말 정보에 해당하는 해상도로 변환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생성하여 해당 사용자 단말(24-1)로 전송한다(206,

207).

이 경우,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치(23)에 대한 연결(201, 202)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다른 사용자 단말(24-2, 24-3)의

이동성 요구에 대해서도 새롭게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다른 연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22)로 연결된 IPTV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23)에 한 명 이

상의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함께 소비(시청)하고 있는 중, 한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동하여 각각의 사용자 단말

(24-1 내지 24-3)에서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계속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각각의 사용자 단말

(24-1 내지 24-3)이 해당되는 컨텍스트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데이터화 하여 컨텐츠 서버(21)로 전송하고 컨텐츠 서버

(21)는 각 사용자 단말(24-1 내지 24-3)의 컨텍스트를 해석하여 그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새롭게 생성하여 각각의

사용자 단말(24-1 내지 24-3)에 제공한다.

여기서 각각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는 컨텍스트 정보는 도 5 와 같다.

도 5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텍스트 정보의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텍스트 정보는 사용자 단말을 표시하기 위한 단말 ID(51), 컨텍스트 정보가

생성된 시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시간 정보(52), 사용자 단말을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사용자

단말의 IP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단말의 IP 정보(53), 사용자 단말에 대해 해당 사용자 단말의 해상도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한 단말의 해상도 정보(54), 컨텍스트 정보를 통해 연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컨

텐츠의 정보를 표시하는 시청중인 컨텐츠 정보(55) 및 해당 컨텐츠의 어디까지 시청을 했는지를 표시하여 연속적인 시청

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당 컨텐츠의 소비 정도(56)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필수적인 내용은 단말 ID(51) 및 단말의 IP 정보(53)가 되며, 나머지 정보는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실시예에 따라 각각의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예컨데, 시간 정보(52)는 해당 컨텐츠의 소비 정도(56)가 포함되

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해당 컨텐츠의 소비 정도(56) 역시 시간 정보(52)를 통해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

에(컨텐츠 서버가 제공한 시간과 시간 정보를 통해 해당 컨텐츠의 소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컨텐츠 서버가 해당 컨

텐츠를 제공한 시간으로부터 현재의 시간 정보를 뺀 값이 해당 컨텐츠를 소비한 소비 정도가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단말의 해상도 정보(54)는 컨텐츠 서버(21)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와 같이 컨텍스트 정보로

포함시 g 필요는 없다. 또한, 시청중인 컨텐츠 정보(55)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컨텐츠 서버(21)에서 현재 단말 ID(51)가

등록된 위치 정보(예컨데, 집)로 제공되는 컨텐츠들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함으로써 처리가 가능하다.

도 3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중의 컨텐츠 서버에 관한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이다.

도 3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중의 컨텐츠 서버(21)는 사용자 단말 또는 디

스플레이 장치에서 네트워크(22)를 통해서 들어온 컨텍스트 정보를 수신하고, 사용자 단말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네트

워크(22)를 통해 원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송수신부(31), 송수신부(31)로부터 컨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컨

텍스트 추출부(32), 컨텍스트 추출부(32)로부터 추출된 컨텍스트 정보를 해석하는 컨텍스트 해석부(33), 해석된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 컨텐츠 관리부(36)에 컨텐츠 생성을 위한 제어 신호를 제공하는 서버관리부(35), 서버 관리부(35)로부터 컨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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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정보에 따른 제어 신호를 제공받아 이를 통해 컨텐츠 DB(37)로부터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컨텐츠 생성부(38)로

전달하고 컨텐츠 생성부(38)가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에 맞는 해상도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생성하도록

제어하는 컨텐츠 관리부(36),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저장하며 컨텐츠 관리부(36)의 제어에 따라 선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를 컨텐츠 생성부(38)로 전달하는 컨텐츠 DB(37) 및 컨텐츠 관리부(36)의 제어에 따라 컨텐츠 DB(37)로부터 전달된 멀티

미디어 컨텐츠를 사용자 단말에 맞는 해상도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생성하여 송수신부(31)를 통해 해당 사용자 단말로

전달되도록 하는 컨텐츠 생성부(38)를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의 단말에 대한 해상도 정보,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여 컨텍스트 해석부(33)의 컨텍스트

해석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정보 저장부(34)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컨텍스트 정보의 내용 중 해상도 정

보 등의 정보가 생략될 수 있다.

여기서, 컨텐츠 생성부(38)는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트랜스 코딩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 단말의 컨텍스트 정

보에서 제시하는 사용자 단말의 해상도 정보에 따라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트랜스 코딩한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저장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HD(High Definition) 급의 동영상이라 가정하면 1920*1080의

해상도를 가지는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되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자 단말(24-1 내지 24-3)으로 예시되는 통상의

PDA 등의 이동 멀티미디어 단말기는 320*240 해상도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1920*1080 해상도로 그대로 전

송하면 대역의 낭비가 클 뿐 아니라 이의 트랜스 코딩을 사용자 단말(24-1 내지 24-3)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 단말

(24-1 내지 24-3)에서 불필요한 부하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상의 트랜스 코딩을 컨텐츠 서버(21)에서 수

행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대역폭의 낭비와 사용자 단말의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포함되는 디스플레이 장치(23)와 사용자 단말(24-1 내지 24-3)은 각각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

아 출력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처리부와 컨텍스트 정보를 생성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 서버에 제공하기 위한 컨텍

스트 정보 생성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처리 및 컨텍스트 정보 생성을 위한 구성은 일반적인

구성이므로 본 발명에서는 이를 도시하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던

중, 소정의 사용자가 사용자 단말을 통해 해당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사용자 단말을 통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이동 수신 과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즉, 그 하나는

사용자 단말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예컨데 컨텐츠 서버)의 URL 등의 정보를 기저장한 상태에서 직접 해

당되는 서버로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하여 이동 수신을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소비 중인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장치(23)(이는 다른 사용자 단말인 경우도 동일함)로부터 현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

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서버로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하여 이동 수신을 요청하는 것이다.

도 4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의 제 1 실시예 흐름

도이다.

도 4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의 제 1

실시예는, 컨텐츠 서버(21)가 디스플레이 장치(23)(혹은 다른 사용자 단말)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중(401), 소

정의 사용자 단말(24-1)로부터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동성 요청을 수신받는다(402). 이때 소정의 사용자 단말

(24-1)은 컨텐츠 서버(21)에 관한 정보를 기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속 시

청" 메뉴를 선택하면 기저장된 컨텐츠 서버(21)로 컨텍스트 정보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동성 요청이 수행된다.

그리고 컨텐츠 서버(21)는 제공받은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하고(403), 확인된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 해당 사용자 단말(24-

1)을 위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한다(404).

이때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다시 두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각각의 컨텍스트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컨텍스트 정보 내에 해당 사용자 단말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 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사용자 단

말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예컨데, 사용자 정보 저장부를 통해 각각의 사용자 등록을 수행), 해당 사용자 단말의 ID를

통해 사용자 단말에 대한 정보를 저장된 영역으로부터 얻음으로써 확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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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컨텍스트 정보의 확인에 따라, 사용자 단말의 위치(IP 정보), 해상도 정보, 시청 중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정보 및 시

청 중인 위치 등의 정보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사용자 단말을 위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컨

텐츠를 생성하게 된다(404).

그리고 생성된 새로운 컨텐츠를 해당 사용자 단말(24-1)에 제공한다(405). 이 경우는 종래의 기술과는 달리 새로운 멀티

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치(23)에 대한 컨텐츠 제공(401)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도 6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의 제 2 실시예 흐름

도이다.

도 6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의 제 2

실시예는, 컨텐츠 서버(21)가 디스플레이 장치(23)(혹은 다른 사용자 단말)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중(601), 소

정의 사용자 단말(24-1)이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동성 요청이 필요하게 되면 소정의 사용자 단말(24-1)이 상

기 디스플레이 장치(23)를 통해 서버 디스커버리 과정을 수행하여 컨텐츠 서버(21)의 정보를 얻는다(602).

이 경우, 디스플레이 장치(23)와 사용자 단말(24-1)의 연결은 적외선 통신 등의 다양한 통신 방법 들 중의 하나를 사용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컨텐츠 서버(21)가 하나일 경우는 이와 같은 서버 디스커버리 과정이 필요치 않을 수 있으나 다수의

컨텐츠 서버 중의 하나와 연결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서버 디스커버리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이러한 서

버 디스커버리 방법은 검색을 통하는 방법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미 해당 서버와 연결된 디

스플레이 장치(23)로부터 이와 같은 서버의 정보를 직접 전달받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디스플레이 장치(23)로부

터 현재 디스플레이 장치(23)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고 있는 컨텐츠 서버(21)의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서버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 컨텐츠 서버(21)의 정보를 얻게 되면 사용자 단말(24-1)은 해당 컨텐츠 서버에 대해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동성 요청을 한다(603).

이때 소정의 사용자 단말(24-1)은 해당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속 시청" 메뉴를 선택하면, 602의 서

버 디스커버리 과정을 수행하고 디스커버리된 컨텐츠 서버(21)로 컨텍스트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

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동성 요청이 수행된다.

그리고 컨텐츠 서버(21)는 제공받은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하고(604), 확인된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 해당 사용자 단말(24-

1)을 위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한다(605).

이때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다시 두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각각의 컨텍스트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컨텍스트 정보 내에 해당 사용자 단말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 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사용자 단

말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예컨데, 사용자 정보 저장부를 통해 각각의 사용자 등록을 수행), 해당 사용자 단말의 ID를

통해 사용자 단말에 대한 정보를 저장된 영역으로부터 얻음으로써 확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604).

그리고 컨텍스트 정보의 확인에 따라, 사용자 단말의 위치(IP 정보), 해상도 정보, 시청 중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정보 및 시

청 중인 위치 등의 정보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사용자 단말을 위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컨

텐츠를 생성하게 된다(605).

그리고 생성된 새로운 컨텐츠를 해당 사용자 단말(24-1)에 제공한다(606). 이 경우는 종래의 기술과는 달리 새로운 멀티

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치(23)에 대한 컨텐츠 제공(601)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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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각각의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이동성 부여 요청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다중 사용자에 대해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의 사용자 단말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고자 하는 컨텐츠 서버에 대한 정보를 현재 멀티미디

어 컨텐츠를 제공받고 있는 장치로부터 얻음으로써 쉽게 컨텐츠 서버에 대한 디스커버리 동작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의 사용자 단말에 대한 해상도 정보 등을 컨텍스트 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컨텐츠 서버가 이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IP(Internet Protocol) 형식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아 출력하는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연속 시청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는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및

상기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대해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고,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부

터의 연속 시청 요청에 따라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특정 시점 이후를 새로운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생성하여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를 포함하는 이동성을 보장하는 다중 사용자 지원 멀티

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의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연속 시청 요청은,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부터 상기 컨텐츠 서버로의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성을 보장하는 다중 사용자 지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를 표시하기 위한 단말 ID; 및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을 통해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하여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의 IP 정보를 표시하는 단말의 IP 정보를 포함하는 이동성을 보장하는 다중 사용자 지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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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컨텍스트 정보가 생성된 시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시간 정보;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대해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의 해상도에 따라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한 단말의 해상도 정보;

상기 컨텍스트 정보를 통해 연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정보를 표시하는 시청중인 컨텐

츠 정보; 및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어디까지 시청을 했는지를 표시하여 연속적인 시청이 가능한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

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컨텐츠의 소비 정도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을 보장하는 다중

사용자 지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력된 상기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및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의 컨텍스트 정보를 수

신하고, 상기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및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대해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상

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송수신부;

상기 송수신부로부터 상기 컨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컨텍스트 추출부;

상기 컨텍스트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상기 컨텍스트 정보를 해석하는 컨텍스트 해석부;

상기 해석된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 생성을 위한 제어 신호를 제공하는 서버관리부;

다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저장하며 그 중 선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달하는 컨텐츠 DB;

상기 컨텐츠 DB로부터 전달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하여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송수신

부를 통해 송신되도록 하는 컨텐츠 생성부; 및

상기 서버 관리부로부터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 생성을 위한 제어 신호를 제공받아, 해당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컨

텐츠 DB로부터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추출하여 상기 컨텐츠 생성부로 전달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컨텐츠 생성부가 상

기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생성하도록 제어하는 컨텐츠 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을 보장하는 다중 사용자 지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생성부는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의 해상도 정보에 따라 상기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트랜스 코딩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을 보장하는 다중 사용자 지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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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가,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대해 제 1 소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소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 중,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부터 상기 제 1 소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동성 요청을 수신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의 이동성 요청에 따라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부터 전달된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에서 확인한 컨텍스트 정보에 따라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를 위한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

하고 이를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로 전송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

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가,

상기 제 1 소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동성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상기 컨텐츠 서버의 IP 주소를 얻기 위해 상기

제 1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와 서버 디스커버리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

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의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컨텍스트 정보 내에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 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를 표시하기 위한 단말 ID;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을 통해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하여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의 IP 정보를 표시하는 단말의 IP 정보;

상기 컨텍스트 정보가 생성된 시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시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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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대해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의 해상도에 따라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한 단말의 해상도 정보;

상기 컨텍스트 정보를 통해 연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정보를 표시하는 시청중인 컨텐

츠 정보; 및

상기 특정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어디까지 시청을 했는지를 표시하여 연속적인 시청이 가능한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

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컨텐츠의 소비 정도 정보를 포함하는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

어 컨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의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관한 정보를 상기 컨텐츠 서버에 저장하고,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에 대한 컨

텍스트 정보를 통해 상기 저장된 저보를 추출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

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를 표시하기 위한 단말 ID; 및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을 통해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하여 상기 제 2 멀티미디어 출력 장치

의 IP 정보를 표시하는 단말의 IP 정보를 포함하는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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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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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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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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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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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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