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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녹화 및 프로그램 예약 녹화를 지시하는 시점에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저장 공간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예

측된 사용량이 미리 정해진 임계치를 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정보를 즉각적으

로 제공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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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는 저장 공간에 컨텐츠를 저장

하는 저장부와, 시간 경과에 따른 상기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을 예측하는 사용량 예측부와, 상기 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삭제하거나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컨텐츠 관리부 및 상기 삭제 또는 저

장의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저장 공간에 컨텐츠를 저장하는 저장부;

시간 경과에 따른 상기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을 예측하는 사용량 예측부;

상기 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삭제하거나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컨텐츠

관리부; 및

상기 삭제 또는 저장의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량 예측부는 상기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이 전환되는 시점 및 상기 전환된 시점에서의 사용량을 포함하는 사용

량 예측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사용량을 예측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상기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저장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하여 요청된 상기 삭제 또는 저장 명령에 따라 상기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갱신하는 테이블 갱신부를 더 포함

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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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텐츠 관리부는 상기 컨텐츠에 대한 저장, 편집, 삭제, 예약 저장, 예약 편집 및 예약 삭제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된 사용량이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상기 저장 공간의 최대 용량 또는 사용자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

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예측된 사용량이 상기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저장 공간의 활용 방안을 추출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활용 방안은 상기 저장된 컨텐츠의 삭제, 상기 저장된 컨텐츠의 편집, 상기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저장 시작 시점의

변경 및 상기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저장 종료 시점의 변경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영상 또는 음성으로 상기 활용 방안을 출력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

는 장치.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관리부는 상기 활용 방안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활용 방안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삭제하거

나 상기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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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a) 저장 공간에 컨텐츠를 저장하는 단계;

(b) 시간 경과에 따른 상기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을 예측하는 단계;

(c) 상기 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삭제하거나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

계; 및

(d) 상기 삭제 또는 저장의 결과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이 전환되는 시점 및 상기 전환된 시점에서의 사용량을 포함하는 사용량 예

측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사용량을 예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

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하여 요청된 상기 삭제 또는 저장 명령에 따라 상기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컨텐츠에 대한 저장, 편집, 삭제, 예약 저장, 예약 편집 및 예약 삭제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725412

- 4 -



(e) 상기 예측된 사용량이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

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상기 저장 공간의 최대 용량 또는 사용자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

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상기 예측된 사용량이 상기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저장 공간의 활용 방안을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활용 방안은 상기 저장된 컨텐츠의 삭제, 상기 저장된 컨텐츠의 편집, 상기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저장 시작 시점의

변경 및 상기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저장 종료 시점의 변경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영상 또는 음성으로 상기 활용 방안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

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활용 방안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활용 방안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삭제하거나 상기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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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녹화 및 프로그램 예약녹화를 지시하는 시점에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저장 공간의 사

용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사용량이 미리 정해진 임계치를 넘는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에게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음악, 사진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PVR, Home AV Center, 및 PMP 등 대용량

의 저장 장치를 가진 미디어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EPG 등을 활용한 예약녹화, 녹화, 편집 및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미디어 디바이스의 저장 공간 부족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 부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장 공간 관리 방법 필요하게 되었다.

종래의 저장 공간 관리장치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드리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의

녹화 지시를 처리하는 녹화 처리부와, 사용자의 예약녹화 지시를 입력받아 저장하고, 정해진 시각에 녹화를 수행하도록 요

청하는 녹화 예약부와, 사용자로부터 편집 지시를 입력받아 편집을 처리하고, 사용자로부터 저장된 컨텐츠의 삭제 시점 및

삭제 지시를 입력받아 이를 컨텐츠 관리부에 전달하는 편집 처리부와, 컨텐츠의 저장 및 삭제를 담당하는 컨텐츠 관리부,

및 컨텐츠가 실제로 저장되는 컨텐츠 저장 공간으로 구성된다.

즉, 종래의 저장 공간 관리 방법은 컨텐츠의 녹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장 공간 사용량이 미리 정해진 임계치를 넘어

서게 되면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기 저장된 컨텐츠 중에 어떤 것을 삭제할 지를 결정하거나, 자동으로 삭제한다.

여기서, 녹화 작업 도중에 저장 공간 사용량이 미리 정해진 임계치를 넘게 되는 경우에 기 저장된 특정 컨텐츠를 삭제하거

나 삭제할 컨텐츠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기 저장된 컨텐츠들을 생성 일자, 최근 액세스 일자, 재생 회수, 보존 여부, 저장

기한, 선호도 등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필요한 저장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우선 순위가 낮은 컨

텐츠부터 차례대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의 종래 기술들은 저장 공간의 부족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면 어떤 컨텐츠를 삭제할 지를 결정하는 것을 주 기술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기 녹화된 컨텐츠를 삭제하는 수동 설정의 경우에 사용자가 저장 공간의 부족이 발생하는 순간에

반응하지 못하면 녹화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기 녹화된 컨텐츠를 삭제하는 자동설정의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경우에 대한 삭제

방식을 미리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정에 기반해서 삭제 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삭제가 필요한 시점

에서의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 공개특허 제2001-257950은 녹화 예약한 시점에 기록 매체의 기 기록된 용량과 예약 녹화될 용량을 합한 것에 새로

예약 녹화 할 프로그램의 용량을 더한 값이 총 가능 녹화 용량을 넘는 경우에 이전의 녹화된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소거하

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시점에서 이미 녹화에 사용된 저장 공간 용량과 앞으로 예약 녹화에 사용될 저장 공

간 용량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임의의 시점에서의 저장 공간 사용량에 대한 예측정보는 얻

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컨텐츠를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저장 공간 관리 장치에서 저장 공간의 사용량을 미리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어느 시점 또는 기간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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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는 저장 공간에 컨텐츠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시간 경과에 따른 상기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을 예측하는 사용량 예측부

와, 상기 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삭제하거나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컨

텐츠 관리부 및 상기 삭제 또는 저장의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a) 저장 공간에 컨텐츠를 저

장하는 단계와, (b) 시간 경과에 따른 상기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을 예측하는 단계와, (c) 상기 예측 결과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삭제하거나 별도로 입력된 컨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삭제 또는 저장의

결과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이하, 저장 공간 관리

장치라 한다)(100)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저장 공간 관리 장치(100)는 테이블 갱신부(110), 명령 입력부(120), 저장부

(130), 사용량 예측부(140), 컨텐츠 관리부(150), 제어부(160), 컨텐츠 입력부(170) 및 출력부(180)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

이 때,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부'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또는 FPGA또는 ASIC과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하

며, '~부'는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부'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부'는 어드

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부'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

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이

버들, 펌웨어, 마이크로 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

성요소들과 '~부'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부'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

부'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부'들은 디바이스 또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들을 재생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저장부(130)는 구비된 저장 공간에 소정의 컨텐츠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컨텐츠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문서 컨

텐츠 및 기타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또한, 저장부(130)는 저장 공간의 사용량을 나타내는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저장할 수도 있다. 사용량 예측 테이블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이 전환되는 시점 및 전환된 시점에서

의 사용량을 포함하는데, 사용량 예측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 2를 통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저장부(130)는 하드 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CF 카드(Compact Flash Card), SD 카드(Secure Digital Card), SM 카드

(Smart Media Card), MMC 카드(Multimedia Card) 또는 메모리 스틱(Memory Stick) 등 정보의 입출력이 가능한 모듈로

서 저장 공간 관리 장치(100)의 내부에 구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장치에 구비되어 있을 수도 있다.

명령 입력부(120)는 저장부(130)에 저장된 컨텐츠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된 컨텐츠에 대한 소정의 작업 명령을 입

력받는다. 이를 위하여, 명령 입력부(120)는 버튼, 키보드, 키패드 또는 터치패드 등과 같은 입력 수단을 구비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전술한 입력 수단을 이용하여 작업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 여기서, 작업 명령은 저장 공간의 사용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작업에 대한 명령으로서, 컨텐츠에 대한 저장, 편집, 삭제, 예약 저장, 예약 편집 및 예약 삭제를 포함한다. 또한 여

기서, 예약 저장, 예약 편집 및 예약 삭제와 같은 예약 작업에 대한 정보(이하, 예약 작업 정보라 한다)는 저장부(130)에 저

장되어 해당 컨텐츠에 대한 작업에 이용될 수 있다.

테이블 갱신부(110)는 사용자에 의하여 요청된 작업에 따라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갱신한다. 즉, 사용량 예측 테이블에 포

함된 특정 시점에서의 사용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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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예측부(140)는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참조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저장부(130)의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을 예측

한다. 저장 공간은 사용자의 작업 명령이 입력됨에 따라 그 예측 사용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A 컨텐츠가 저장부(130)

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리밍 데이터인 B 컨텐츠의 패킷이 전달되면, 저장 공간의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가, B 컨텐츠의 패킷 전달이 완료되면 결국, 저장 공간의 사용량은 A 컨텐츠의 용량 및 B 컨텐츠의 용량의 합이 되

는 것이다. 또한, B 컨텐츠의 패킷이 전달되는 도중에 새로운 C 컨텐츠가 저장될 수도 있고, 기 저장된 A 컨텐츠의 일부 또

는 전체가 삭제될 수도 있다.

즉, 저장부(130)의 저장 공간은 사용자의 작업 명령이 입력됨에 따라 그 사용량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러한 정보는 테이블

갱신부(110)에 의하여 갱신된 사용량 예측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량 예측부(140)는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참

조하여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컨텐츠 관리부(150)는 예측 결과에 따라 저장부(130)에 저장된 컨텐츠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입력된 컨텐츠에 대한 작업

을 수행한다. 여기서, 작업은 저장, 편집, 삭제, 예약 저장, 예약 편집 및 예약 삭제를 포함하는데, 컨텐츠 관리부(150)는 동

시에 복수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저장 명령에 따라 컨텐츠 관리부(150)는 해당 컨텐츠를 저

장부(130)에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 도중 저장이 예약된 또 다른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기 저장된 컨텐

츠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컨텐츠 관리부(150)는 예약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장부(130)에 저장

된 예약 작업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컨텐츠 관리부(150)에 의하여 컨텐츠가 저장 또는 예약 저장되는 경우 저장되는 컨텐츠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

되는데, 컨텐츠 입력부(170)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는 컨텐츠를 입력받는 역할을 한다. 즉, 컨텐츠 입력부(170)는 별

도의 장치(미도시)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저장된 컨텐츠를 입력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컨텐츠 입력부(170)와 별도의 장치(컨텐츠 생성 장치 또는 컨텐츠 저장 장치)(미도시)간의 통신 방식은 이더넷, USB,

IEEE 1394, 직렬 통신(serial communication) 및 병렬 통신(parallel communication) 등과 같은 유선 통신 방식이 사용

될 수 있으며, 적외선 통신, 블루투스, 홈 RF 및 무선 랜 등과 같은 무선 통신 방식이 사용될 수도 있다.

제어부(160)는 사용량 예측부(140)에 의하여 예측된 저장 공간의 사용량이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임계치는 저장 공간의 최대 용량 또는 사용자 지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어부(160)는 예측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컨텐츠 관리부(150)로 하여금 해당 컨텐츠에 대한 작업이 수

행되도록 하고, 예측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출력부(180)로 하여금 임계치가 초과되었음을 알리는 정보가 출력

되도록 한다.

그리고, 제어부(160)는 예측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저장 공간의 활용 방안을 추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활용 방

안으로는 저장부(130)에 기 저장된 컨텐츠의 일부 또는 전체 삭제, 저장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저장 시작 시점 또는 저장 종

료 시점의 변경 등이 포함되며, 복수 개의 활용 방안이 추출될 수 있다. 이러한 활용 방안은 사용자에 의해 미리 지정되어

저장부(130)에 저장될 수 있다. 결국, 컨텐츠가 저장될 수 있는 저장부(130)의 저장 공간은 사용량 예측 테이블, 예약 작업

정보 및 활용 방안이 저장된 공간을 제외한 공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어부(160)는 테이블 갱신부(110), 명령 입력부(120), 저장부(130), 사용량 예측부(140), 컨텐츠 관리부(150), 컨

텐츠 입력부(170), 출력부(180) 및 저장 공간 관리 장치(100)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출력부(180)는 제어부(160)의 제어 명령에 따라 컨텐츠에 대한 작업의 결과를 출력한다. 즉, 예측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컨텐츠에 대한 해당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출력하고, 예측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한 경우 임계치가 초과되

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한다. 또한, 출력부(180)는 제어부(160)에 의하여 추출된 저장 공간의 활용 방안을 출력할 수도

있다.

즉,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활용 방안이 출력되는 것으로서, 활용 방안이 출력되면 사용자는 출력된 활용 방안 중 자신이 원하

는 활용 방안을 선택하여 명령 입력부(120)를 통하여 선택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입력된 선택 명령에 대응하는

작업에 따라 테이블 갱신부(110)는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갱신하고, 컨텐츠 관리부(150)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활용 방

안에 따라 컨텐츠에 대한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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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부(180)는 영상 또는 음성으로 컨텐츠에 대한 작업의 결과 또는 활용 방안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출력부

(180)는 디스플레이부(미도시) 및 음성 출력부(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부(미도시)는 영상 신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음극선관(CRT, Cathode Ray Tube), 액정 화면(LCD, Liquid

Crystal Display), 발광 다이오드(LED, Light-Emitting Diode),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Plasma Display Panel) 등의 영상 표시 수단이 구비된 모듈로서 작업의 결과 또

는 활용 방안을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한다.

음성 출력부(미도시)는 음성 신호를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음성 정보가 포함된 전기 신호를 진동판의 진동으로 바꾸어

공기에 소밀파를 발생시킴으로써 음파를 복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스피커(speaker)가 음성 출력부(미도시)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음성 출력부(미도시)는 동전형, 전자기형, 정전형, 유전체형 또는 자기왜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기 신호를 음파로 변환

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사용량 예측 테이블(200)은 상태 노드 번호

(210) 및 상태 노드(22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태 노드란, 시간 축 및 사용량 축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에서 하

나의 시점과 그 시점에서의 사용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결국, 상태 노드 번호(210)는 사용량이 변화되는 시점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A, B 및 C의 시점(221a,

222a, 223a)에 각각 1, 2 및 3의 상태 노드 번호(211a, 212a 213a)가 부여된 상태에서 B 시점(222a)과 C 시점(223a) 사

이인 D 시점에서 저장 공간 사용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A, B, D 및 C의 시점(221b, 222b, 223b, 224b)에 각각 1, 2, 3 및

4의 상태 노드 번호(211b, 212b, 213b, 214b)가 부여되는 것이다.

한편, 동일한 시점에 두 개의 사용량이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컨텐츠의 저장, 삭제 또는 편집이 수행되는 경우 특정

시점에서의 사용량은 이전 사용량 및 작업에 의한 새로운 사용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동일한 시점에 대해

서도 서로 다른 상태 노드가 형성되고, 각 상태 노드에는 상태 노드 번호가 부여된다. 즉, 상태 노드 번호에 대응하는 상태

노드를 순서대로 연결하게 되면 전술한 2차원 평면상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형성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이용한 사용량 변화 그래프의 예시도이다.

사용량 변화 그래프(300)는 사용량 예측 테이블(200)에 포함된 상태 노드를 그 순서에 따라 서로 연결함으로써 시간 축

(320) 및 사용량 축(310)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상에 표현될 수 있다.

도 3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하여 전달되는 컨텐츠가 저장되고 삭제됨에 따른 사용량 변화 그래프(300)를 나타낸 것으로

서, 4개의 상태 노드(351, 352, 353, 354)에 따른 사용량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다.

상태 노드 A(351)는 컨텐츠가 저장되기 시작한 시점인 t1(321)에서의 상태 노드로서 이 때의 사용량(312)은 0이다. 이에

따라, 상태 노드 A(351)의 좌표는 (t1, 0)이 된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저장 공간의 사용량은 점차로 증가하게 되는데, 상태 노드 B(352)는 컨텐츠의

저장이 종료되는 시점인 t2(322)에서의 상태 노드로서 이 때의 사용량(311)은 s1이다. 이에 따라, 상태 노드 B(352)의 좌

표는 (t2, s1)이 된다.

상태 노드 A(351)에서 상태 노드 B(352)로의 사용량 변화는 실제로 네트워크의 상태 및 컨텐츠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불규칙할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상태 노드 A(351)와

상태 노드 B(352)는 직선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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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노드 C(353)는 사용자의 작업 명령에 의하여 컨텐츠가 삭제되는 시점인 t3(323)에서의 상태 노드로서 이 때의 사용

량(311)은 s1이다. 즉, 상태 노드 C(353)의 좌표는 (t3, s1)인 것이다. 그리고, 상태 노드 D(354)는 컨텐츠의 삭제가 종료되

는 시점인 t3(323)에서의 상태 노드로서 이 때의 사용량(312)은 0이다. 즉, 상태 노드 D(354)의 좌표는 (t3, 0)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시점 t3(323)에 두 개의 사용량(311, 312)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컨텐츠가 삭제되면 이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저장 공간의 사용량이 감소되는 것이지만, 본 발명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삭제 등이 수행된

경우 해당 시점에 컨텐츠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용량이 변하는 각 지점에 대한 상태 노드도 별도로 존

재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저장시의 사용량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두 개의 컨텐츠에 의한 저장

공간 사용량의 변화 그래프(400a, 400b)를 이용하여 전체 저장 공간 사용량의 변화 그래프(400c)가 산출되는 것을 나타

낸 도면이다.

서로 다른 저장 시작 시점을 가진 두 개의 컨텐츠가 서로 다른 시점에 삭제됨에 따라 각각의 저장 공간 사용량의 변화가 형

성되는데, 전체 저장 공간 사용량의 변화는 각 저장 공간 사용량의 변화를 합함으로써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컨텐츠 A에 의한 상태 노드는 A1(451a), A2(452a), A3(453a) 및 A4(454a)를 포함하는데, 상태 노드 A1(451a)은 컨텐츠

가 저장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나타내고, 상태 노드 A2(452a)는 컨텐츠의 저장이 완료되는 지점을 나타내고, 상태 노드 A3

(453a)은 컨텐츠의 삭제가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며, 그리고 상태 노드 A4(454a)는 컨텐츠의 삭제가 완료되는 지점을 나

타낸다. 여기서, 컨텐츠 A의 용량은 s_A(411a)이라 간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컨텐츠 B에 의한 상태 노드는 B1(451b), B2(452b), B3(453b) 및 B4(454b)를 포함하는데, 상태 노드 B1

(451b)은 컨텐츠가 저장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나타내고, 상태 노드 B2(452b)는 컨텐츠의 저장이 완료되는 지점을 나타내

고, 상태 노드 B3(453b)은 컨텐츠의 삭제가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며, 그리고 상태 노드 B4(454b)는 컨텐츠의 삭제가 완

료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여기서, 컨텐츠 B의 용량은 s_B(411b)라 간주한다.

전체 저장 공간의 사용량 변화 그래프에서의 상태 노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상태 노드 C1(451c)은 컨텐츠 A의 저

장 시작 지점을 나타내고, 상태 노드 C2(452c)는 컨텐츠 B의 저장 시작 지점을 나타내고, 상태 노드 C3(453c)은 컨텐츠 A

의 저장 완료 지점을 나타내고, 상태 노드 C4(454c)는 컨텐츠 B의 저장 완료 지점을 나타내고, 상태 노드 C5(455c)는 컨텐

츠 B의 삭제 시작 지점을 나타내고, 상태 노드 C6(456c)은 컨텐츠 B의 삭제 종료 지점을 나타내고, 상태 노드 C7(457c)은

컨텐츠 A의 삭제 시작 지점을 나타내며, 그리고 상태 노드 C8(458c)은 컨텐츠 A의 삭제 완료 지점을 나타낸다.

여기서, 전술한 바와 같이 컨텐츠의 삭제가 시작되는 시점과 완료되는 시점을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상태 노드 A3

(453a) 및 A4(454a)의 시점은 t6(426)으로서 서로 동일하고, 상태 노드 B3(453b) 및 B4(454b)의 시점은 t5(425)로서 서

로 동일하다.

시점 t1(421)에서 컨텐츠 A가 저장됨에 따라 사용량은 점차로 증가한다. 여기서의 증가 비율은 시간 경과에 대한 사용량의

변화이므로, 가 된다. 그러다가. 시점 t2(422)에서 컨텐츠 B가 저장됨에 따라 사용량은 점차로 증가한다. 즉,

컨텐츠 B에 의한 사용량 증가 비율은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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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점 t1(421)에서 시점 t2(422) 사이의 시간 동안에는 컨텐츠 A만이 저장되므로 저장 공간 사용량의 증가 비율은

컨텐츠 A의 저장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시점 t2(422)에서 시점 t3(423) 사이의 시간 동안에는 저장 공간 사용량의 증가

비율은 컨텐츠 A와 컨텐츠 B의 저장 비율의 합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본 발명에서 각 상태 노드를 잇는 선은 직선으로 간주되므로, 시점 t2(422) 및 시점 t3(423)에서의 사용량은 컨텐츠

A 또는 컨텐츠 B의 저장 공간 사용량의 증가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될 수 있는데, 시점 t2(422)에서의 사용량(411c)은 컨

텐츠 A의 증가 비율에 시점 t2(422)를 대입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고, 시점 t3(423)에서의 사용량은 컨텐츠 B의 증가 비율

에 시점 t3(423)을 대입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즉, 상태 노드 C2(452c)에서의 사용량(411c)은 이

고, 상태 노드 C3(453c)에서의 사용량(413c)은 인 것이다.

시점 t4(424)에서 컨텐츠 B의 저장이 종료되면 상태 노드 C5(455c)에서 저장 공간의 사용량(414c)은 컨텐츠 A의 용량

(411a)과 컨텐츠 B의 용량(411b)의 합으로 결정된다.

사용자의 예약 삭제 명령에 따라 컨텐츠 A 및 컨텐츠 B는 특정 시점에 삭제되는데, 시점 t5(425)는 컨텐츠 B가 삭제되는

시점으로써 삭제 작업 종료 후의 사용량은 컨텐츠 A의 용량(412c)이 된다. 즉, 상태 노드 C6(456c)에서의 사용량은 s_A

(412c)인 것이다. 그리고, 시점 t6(426)은 컨텐츠 A가 삭제되는 시점으로써 삭제 작업 종료 후의 사용량은 0이 된다.

이와 같이, 복수 개의 컨텐츠 저장에 의한 전체 저장 공간의 사용량 변화 그래프는 각 컨텐츠에 의한 사용량 변화 그래프의

합으로 산출될 수 있다.

도 4와 같은 사용량 변화 그래프에 따라 사용량 예측 테이블(200)이 작성되어 저장부(130)에 저장되는데, 이후에 사용자

가 또 다른 컨텐츠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시점에서 저장 공간의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

는 제어부(160)에 의하여 추출된 활용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 기 저장된 컨텐츠의 일부를 삭제하는 편집

을 수행함으로써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편집시의 사용량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4의 컨텐츠 A와 컨텐츠 B

의 저장 및 삭제에 의하여 결정된 사용량 변화 그래프(400c)가 컨텐츠 A의 편집에 따라 수정되는 것(500)을 나타낸 도면

이다.

도 5에서 D 영역(550)이 컨텐츠 A 중 편집되어 삭제되는 영역으로서, 시점 t5(521)부터 시점 t7(523)까지 s_D(515)만큼의

사용량이 해당된다.

컨텐츠 A이 일부가 삭제됨에 따라 시점 t5(521)부터 시점 t6(522)까지의 사용량(511)은 컨텐츠 A 및 컨텐츠 B의 용량의

합(414c)에서 s_D(515)를 뺀 값이 되고, 시점 t6(522)부터 시점 t7(523)까지의 사용량(512)은 컨텐츠 A의 용량(412c)에

서 s_D(515)를 뺀 값이 된다.

결국, 시점 t5(521)이후 전체 저장 공간의 사용량은 컨텐츠 A의 편집에 따라 s_D(515)만큼의 저장 공간(551, 552)이 확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장 공간의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4의 컨텐츠 A와 컨

텐츠 B의 저장 및 삭제에 의하여 결정된 저장 공간의 사용량이 또 다른 컨텐츠 C의 저장에 따라 임계치(619)를 초과하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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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에서 컨텐츠 C의 저장 시작 시점은 t5(621)이고 저장 완료 시점은 t6(622)이므로 그 시간 동안 전체 저장 공간의 사용

량은 증가한다. 이 때, 시점 tX(629)에서 저장 공간의 사용량이 임계치(619)를 초과할 수 있고, 이는 제어부(160)에 의하여

확인된다.

제어부(160)는 사용량 예측 테이블(200)에 포함된 사용량 중 임계치(619)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서, 초

과 이전의 상태 노드 E1(651)과 초과 이후의 상태 노드 E2(652)간의 증가 비율 즉, 컨텐츠 C의 증가 비율에 임계치 s_X

(619)를 대입함으로써 시점 tX(629)를 산출할 수 있다. 즉, 시점 tX(629)는 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어부(160)는 사용량의 임계치 초과가 해제되는 시점인 t7(623)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본 발명에서 삭

제에 따른 컨텐츠의 사용량 해제는 삭제와 동시에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어부(160)는 상태 노드 E3(653) 또는

E4(654)의 시점인 t7(623)에 사용량의 임계치 초과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제어부(160)는 임계치의 초과 시점 및 해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기 저장된 컨텐츠를 삭제 또는

편집하거나 이러한 활용 방안을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에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활용 방안이 디스플레이된 것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제어부(160)에 의하여 추출된 활용

방안이 디스플레이부(미도시)를 통하여 디스플레이된 것을 나타낸다.

저장 공간의 활용 방안으로는 기 저장된 컨텐츠의 삭제(710), 기 저장된 컨텐츠의 편집(720), 새롭게 저장되는 컨텐츠의

저장 시작 시점의 변경(731) 또는 새롭게 저장되는 컨텐츠의 저장 종료 시점의 변경(732)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활용 방안 중 컨텐츠 A의 삭제를 선택하면 테이블 갱신부(110)는 컨텐츠 A가 삭제된 상태로 사용량

예측 테이블(200)을 갱신한다. 그리고, 제어부(160)는 컨텐츠 관리부(150)로 하여금 컨텐츠 A가 삭제되도록 하고, 새롭게

저장되는 컨텐츠 C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새롭게 저장되는 컨텐츠 C의 저장 시작 시점 변경 또는 저장 종료 시점의 변경에 따라 저장부(130)의 저장 공간이 확

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6에서와 같이 사용량이 임계치(619)를 초과하는 경우 컨텐츠 C의 저장 시작 시점을 t7(623)

으로 설정함으로써 저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어부(160)는 기 저장된 컨텐츠를 편집함으로써 저장부(130)의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컨텐츠 편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 5를 통하여 전술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도 7은 디스플레이부(미도시)를 통하여 활용 방안이 디스플레이된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활용 방안은 음성 출력

부(미도시)를 통하여 음성 출력될 수도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저장부(130)의 저장 공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저장 공간 관리 장치(100)의 명령 입력부(120)는 우선 버튼, 키보드, 키패드

또는 터치패드 등의 입력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부(130)에 저장된 컨텐츠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컨텐츠에 대한 소

정의 작업 명령을 입력받는다(S810). 여기서, 작업 명령으로는 컨텐츠에 대한 저장, 편집, 삭제, 예약 저장, 예약 편집 및

예약 삭제를 포함한다.

입력된 작업 명령은 테이블 갱신부(110)로 전달되고, 테이블 갱신부(110)는 사용자에 의하여 요청된 작업에 따라 사용량

예측 테이블(200)을 갱신한다(S820). 여기서, 사용량 예측 테이블(200)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이

전환되는 시점 및 전환된 시점에서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용량 예측부(140)는 갱신된 사용량 예측 테이블(200)을 참조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저장부(130)의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량을 예측한다(S830).

등록특허 10-0725412

- 12 -



예측된 사용량은 제어부(160)로 전달되고, 제어부(160)는 전달받은 예측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S840).

그리하여, 예측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작업 명령에 대응하는 제어 코드를 컨텐츠 관리부(150)

로 전달하고, 예측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저장부(130)에서 추출하여 출력부(180)로 전

달한다. 임계치는 저장 공간의 최대 용량 또는 사용자 지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어부(160)로부터 제어 코드를 전달받은 컨텐츠 관리부(150)는 해당 작업을 수행한다(S880). 즉, 컨텐츠의 저장, 편집

또는 삭제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작업이 예약 작업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 대기하였다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예측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하여 그에 대한 활용 방안이 출력부(180)로 전달된 경우 출력부(180)는 그 활용 방안을

영상 또는 음성으로 출력한다(S850).

이에 따라, 사용자는 출력된 활용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테이블 갱신부(110)는 다시 사용량 예측 테

이블(200)을 갱신하고(S870), 제어부(160)는 컨텐츠 관리부(150)로 해당 작업에 대한 제어 코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컨텐츠 관리부(150)는 해당 작업을 수행한다(S880).

또한, 출력부(180)는 컨텐츠 관리부(150)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할 수도 있다(S890).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컨텐츠를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저장 공간 관리 장치에서 저장 공간의 사용량을 미리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어느 시점 또는 기간

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저장 공간의 활용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량 예측 테이블을 이용한 사용량 변화 그래프의 예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저장시의 사용량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편집시의 사용량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장 공간의 사용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활용 방안이 디스플레이된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 예측을 통해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110 : 테이블 갱신부 120 : 명령 입력부

130 : 저장부 140 : 사용량 예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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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컨텐츠 관리부 160 : 제어부

170 : 컨텐츠 입력부 180 : 출력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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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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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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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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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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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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