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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피제어기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피제어기기의 기능을
동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제어기기인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여러 홈네
트워크 미들웨어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탑재하고, 상기 프레임워크에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와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미들웨어 서비스를 번들로 제공함으로써,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토
콜, 운영 체제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OSGi, 애플리케이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종래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의 실제 적용예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의 실제 적용예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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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210...FAV 120, 220...BAV

  140, 240, 340, 440, 540, 640...홈네트워크

  230, 330, 430, 530, 630...파일서버

  250, 350, 450, 550, 650...인터넷망

  310, 410, 510, 610...애플리케이션 서버

  313, 413, 513, 613...OSGi 프레임워크

  314, 414, 522, 622...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

  320, 420, 520, 620...피제어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피제어기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피제어기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피제어기기의 기능을 동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정에서 PC, 주변기기,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방법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가정내의 기기들에 미들웨어(middleware)라 불리우는 공통의 가
상 컴퓨팅환경을 구축하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는데, 미들웨어란 홈네트워크내에서 여러
기기들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제안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로는 HAVi(Home AV Interoperability),
UPnP(Universal Plug and Play), Jini, HWW(Home Wide Web) 등이 있다.

  그러나, 가전기기의 기능이 더 우수해지고 더 복잡해짐에 따라, 가전기기 구매시 제공되었던 애플리케이션 외에 가장 최
근의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TV가 고급 사운드 포맷(예를 들어, 서라운드 사운드,
스테레오 등)을 지원할지라도 성능이 낮은 튜너가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고급 사운드 포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피제어기기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일례로 국내
공개특허 2000-7007449호(발명의 명칭: 오디오/비디오 네트워크 및 이에 관련된 제어 방법)에는 피제어기기가 홈네트워
크 시스템에 연결될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device driver)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업데이트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보
다 우수한 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도 1 및 도 2는 종래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IEEE 1394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할 수 있는 제어기기인 FAV(Full AV Device)와 피제어기기인 BAV(Base AV Device)가 상호 접속된 HAVi 홈네트
워크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IEEE 1394는 가정내의 여러 가전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한 고성능 직렬 버스(인터페이스)이고, DCM(Device
Control Module)은 피제어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컴퍼넌트, 즉,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데, 상기 DCM은 DCM의 바이트코드를 설치(install)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
로,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FAV내에 DCM이 존재해야 하며, DCM의 바이트코드는 BAV내에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위치, 예를 들면 인터넷상의 파일서버에 존재할 수도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DCM의 바이트코드(121)가 BAV(120)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 FAV(110)는 BAV(120)가 홈네
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되면 BAV(120)의 메모리로부터 DCM의 바이트코드(121)를 로딩하여 설치하며, 도 2에 도시된 바
와 같이, DCM 바이트코드(231)가 파일서버(230)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FAV(210)는 BAV(220)가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되면 BAV(220)의 메모리로부터 DCM의 URL(221)을 읽어 이 URL에 따라 파일서버(230)로부터 DCM의 바이트코드
(231)를 로딩하여 설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은, 핫 플러그-앤-플레이를 지원하는 IEEE 1394 상에서만 동작 가능하기 때문
에 IEEE 1394 기술에 기반을 둔 HAVi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이 제한되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FAV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BAV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관리 작업으로 인하여 FAV에
부하가 많이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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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FAV는 BAV의 최초 연결시 한번만 DCM을 설치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서비스는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들웨어에 독립적
으로 동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어기기와 피제어기기 모두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피제어기기
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피제어기기의 기능을 동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관
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은, 다수의 피제어기기와 상기 피제어기기를 제
어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포함하는데,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여러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프
레임워크를 통해 상기 피제어기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은, 여러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탑재
된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제어하여 피제어기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하
는 피제어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는 HAVi, UPnP, Jini, HWW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워크는 OSGi 프레임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워크는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제어기기와 피제어기기 중 어느 디바이스가 애플리케이션 관리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본 발명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은 제어기기인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주체가 되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Pull) 방식과, 피제어기
기가 주체가 되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하는 피제어기기 푸쉬(Push) 방식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주체가 되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Pull) 방식의 애플리케
이션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로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
명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300)은 애플리케이션 서버(310), 피제어기기(320), 및 파일서버(330)를 포함하며,
애플리케이션 서버(310)와 피제어기기(320)는 홈네트워크(340)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310)는 피제어기기(320)와의 통신을 위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311), 파일서버(330)로부터 애
플리케이션 파일(331)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듈(312), 및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311)과 애
플리케이션 로더 모듈(312)의 동작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314)을 포함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서버(310)에는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프레임워크(313)가 탑재되어 있으며,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311)과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듈(312)은 OSGi 프레임워크(313)에 번들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310)에 OSGi 프레임워크(313)를 탑재하고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311)과 애플리케이
션 로더 모듈(312)을 OSGi 프레임워크(313)에 번들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미들웨어에 독립적인 홈네트워크 시스
템을 구현하기 위해서인데,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OSGi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

  가정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다양한 응용분야 및 생활환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구현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조건이 따른다.

  즉, 홈네트워크 시스템에는 컴퓨터/프린터/팩스와 같은 정보 가전기기, TV/오디오/비디오/DVD와 같은 AV 가전기기, 조
명/도어락/에어콘/세탁기와 같은 제어 가전기기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가전기기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전기기는 전력선(PLC), 이더넷(Ethernet), 블루투스(Bluetooth), IEEE 1394 등 서로 다른 통신 매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전기기와 모두 호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여
러 종류의 미들웨어에 독립적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구현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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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운영 체제 등에 관계없이 원만한 통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서버(310)에 OSGi 프레임워크(313)를 탑재하고, OSGi 프레임워크(313)에 여러 종류의 디바
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미들웨어 서비스를 번들 기능으로 제공함으로써, 미들웨어에 독립적인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도록 한다.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는 홈네트워크 기기에 새로운 서비스를 동적으로 설치 실행할 수 있는 규격으
로, UPnP, Jini, LonTalk 등과 같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간에 연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
바이스간에 상호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OSGi 기술은 2001년 10월 OSGi에 의해 발표된 문서, "OSGi Service
Platform release 2"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피제어기기(320)는 애플리케이션 서버(310)와의 통신을 위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321)과, 설치할 애플리케
이션 파일의 위치 정보(322)를 포함하며, 파일서버(330)에는 가정내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파일
(331)이 저장되어 있다.

  즉, 홈네트워크(340)에 피제어기기(320)가 연결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310)는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311)을 통
해 피제어기기(320)가 연결된 것을 감지하며, 피제어기기(320)로부터 설치할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322)를 추출
하여,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듈(312)을 통해 추출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322)에 따라 파일서버(330)로부터 해
당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도 4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Pull) 방식으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의 실제 적용예로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400)은 애플리케이션 서버(410), 피제어기기(420), 및 파일서버(430)를 포함하며, 애플
리케이션 서버(410)와 피제어기기(420)는 홈네트워크(440)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410)는 UPnP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UPnP CP 번들(411), 파일서버(430)로부터 애플리케이션 파일
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HTTP 웹서버 번들(412), 및 상기 UPnP CP 번들(411)과 HTTP 웹서버 번들(412)의 동작을 제어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414)을 포함하는데, 상기 UPnP CP 번들(411)과 HTTP 웹서버 번들(412)은 OSGi 프레임
워크(413)에 번들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제어기기(420)는 애플리케이션 서버(410)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버(410)의 명령을 받는 UPnP
CD 스택(421)과, 피제어기기(420)의 구동을 위한 디바이스 디스크립션(Device Description)(422)을 포함하며, 디바이스
디스크립션(422)에는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예를 들면, 드라이버의 URL)(423)이 저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UPnP는 기존의 PC와 주변기기를 연결하던 플러그-앤-플레이의 개념을 확장시켜, PC 주변기기 뿐만 아니라
댁내의 모든 장치들을 설치와 동시에 별도의 설정 없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UPnP 장
치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면, 홈네트워크에서의 역할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게 되는 클라이언트인 CP(Control
Point)와, 상기 CP와 통신이 가능한 장치 및 소프트웨어인 CD(Controled device)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서비스를 요
청한 쪽이 CP로 동작되고 다른 한쪽은 CD로 동작되며, CP는 UPnP 네트워크상에서 UPnP 장치를 서치하거나 UPnP 장치
가 새로 네트워크에 접속되거나 제거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 메시지를 수신한다.

  즉, 애플리케이션 서버(410)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414)은 피제어기기(420)가 연결되면 UPnP CP 번들(411)을 통
해 피제어기기(420)로부터 설치할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423)를 추출한 다음, 추출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
정보(423)에 따라 HTTP 웹서버 번들(412)을 통해 파일서버(430)로부터 해당 애플리케이션 파일(431)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도록 제어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서버(410)가 주체가 되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는 도 7에 관한 설명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Pull) 방식 외에 피제어기기 푸쉬(Push)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는데, 이하 피제어기기 푸쉬(Push)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로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제
어기기 푸쉬(Push)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500)은, 도 3의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Pull) 방식과 비교하여, 피제
어기기(520)에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522)이 포함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 서버(510)에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514)이 포함되어 있다.

  홈네트워크(540)에 피제어기기(520)가 연결되면, 피제어기기(520)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522)은 애플리케이션 서
버(510)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514)을 제어하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522)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위치를 결
정한 후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514)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며, 이 요청에 따라 애플
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514)은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듈(512)을 제어하여 파일서버(530)로부터 가전기기를 위한 애
플리케이션 파일(531)을 다운로드한 후,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제어기기(520)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522)은 이미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삭제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플
랫폼 서비스 모듈(514)에게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하며, 이 요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플
랫폼 서비스 모듈(514)은 애플리케이션 서버(510)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한 후 수행 결과를 피제
어기기(520)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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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피제어기기 푸쉬(Push) 방식으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의 실제 적용예이다.

  애플리케이션 서버(610)는, 피제어기기(620)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피제어기기(620)의 명령을 받는 UPnP CD 번들
(611)과, 파일서버(630)로부터 애플리케이션 파일(631)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HTTP 웹서버 번들(612)과, 피제어기기
(620)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614)을 포함하는데, 상
기 UPnP CD 번들(611)과 HTTP 웹서버 번들(612)은 OSGi 프레임워크(613)에 번들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제어기기(620)는 애플리케이션 서버(610)에게 애플리케이션 관리와 관련된 제어명령을 전달하는 UPnP CP 스택
(621)과, 애플리케이션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622)을 포함하는데, 피제어기기
푸쉬(Push)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도 8에 관한 설명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주체가 되어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Pull) 방식의 애플
리케이션 관리 방법에 대하여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Pull)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의 흐름도로서,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 4
와 같이 구성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예로 들어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Pull)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

  우선, 피제어기기(420)가 홈네트워크(440)에 연결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410)내의 UPnP CP 번들(411)은 피제어기
기(420)가 연결된 것을 감지하여, 이벤트 메커니즘(eventing mechanism)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414)에게 피제
어기기(420)의 출현을 알린다(S710).

  그 다음, UPnP CP 번들(411)이 피제어기기(420)의 디바이스 디스크립션(Device Description)(422)을 분석하여, 애플
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예를 들면, 드라이버의 URL 정보)(423)를 추출한 후, 이를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414)로 전
달한다(S720).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414)은 UPnP CP 번들(411)로부터 입력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423)에 따
라 HTTP 웹서버 번들(412)을 제어하여 파일서버(430)로부터 피제어기기(420)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파일(431)을 다운
로드하며(S730),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해당 애플리케이션 파일(431)을 실행시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S740).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414)은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피제어기기(420)를 제어하는데(S750),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기능을 가진 TV에서 프린터 출력 기능을 사용하거나 오디오의 전원을 끄는 동작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한편, 피제어기기가 주체가 되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하는 피제어기기 푸쉬(Push)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에 대하여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8은 피제어기기 푸쉬(Push)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의 흐름도로서,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 6과
같이 구성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예로 들어 피제어기기 푸쉬(Push)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

  우선, 홈네트워크(640)에 피제어기기(620)가 연결되면, 피제어기기(620)의 UPnP CP 스택(621)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610)의 UPnP CD 번들(611)과의 통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614)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서버(610)가
홈네트워크(640)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서치한다(S810).

  이 때,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614)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서버(610)가 홈네트워크(640)에 연결되어 있으면,
피제어기기(620)의 UPnP CP 스택(621)은 이벤트 메커니즘(eventing mechanism)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622)
에게 애플리케이션 서버(610)의 출현을 알린다.

  그 다음, 피제어기기(620)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622)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S820),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할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위치를 결정한 후,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614)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S830).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614)은 요청된 애플리케이션 설치 명령에 따라 HTTP 웹서버 번들(612)을
제어하여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며(S840),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실행시켜 애
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S850).

  이러한 피제어기기(620)의 제어 과정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서버(610)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 피제어기기(620)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622)은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홈네트워크(640)에 연결된 피제어기기(620)를 제어한다
(S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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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622)은 기존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삭제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614)에게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하며, 이 요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614)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수행한 후 수행 결과를 피제어기기
(620)에게 통지한다(S870~S880).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들웨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피제어기기를 위한 애플리케이
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피제어기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피제어기기의
기능을 동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피제어기기 모두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
산능력이 낮거나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필요없는 가전기기를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풀 방식을 이용하고,
연산능력이 우수하거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필요한 가전기기를 위해서는 피제어기기
푸쉬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실시예에서 파일서버는 인터넷망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애플
리케이션 파일이 저장된 위치는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듈이 지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피제어기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은 피제어기기가 연결되는 시점으로 설명하였지
만,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은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디바이스간의 통신을 위한 미들웨어로 UPnP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며, Jini, CORBA, DCOM과 같은 미들웨어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기술은 OSGi, 자바빈스(Java beans)와 같은 자바 관련 플랫폼 방식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의 로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미들웨어에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전기기의 기능을 동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서비스나 사용자 가정의 홈네트워크 특성에 적합한 애플리케
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어기기가 단순 기능으로 구현된 경우라도 피제어기기를 통해서도 새로운 애플리케이
션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다수의 피제어기기와 상기 피제어기기를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된 홈네트워크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기기는 설치할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은 파일서버에 저장되며,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상기 피제어기기의 연결을 감지하고, 상기 감지된 피제어기기로부터 상기 위치정보를 추출하
고, 여러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상기 추출된 위치정보에 따라 상기 파일서버로부
터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는,

  HAVi, UPnP, Jini, HWW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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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워크는 OSGi 프레임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기기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와의 통신을 위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상기 피제어기기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피제어기기로부터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를 추출하는 홈네트워크 미들
웨어 모듈;

  상기 추출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에 따라 상기 파일서버로부터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애플리케이
션 로더 모듈;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 및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듈의 동작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 및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듈은,

  상기 프레임워크에 번들 형식으로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다수의 피제어기기와 상기 피제어기기를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된 홈네트워크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는 여러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탑재되고,

  상기 피제어기기가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서치하며, 서치된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상기 피제어기기의 제어에 따라 파
일서버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며,

  상기 피제어기기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제어하여 상기 피제어기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는,

  HAVi, UPnP, Jini, HWW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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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워크는 OSGi 프레임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상기 피제어기기와의 통신을 위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

  상기 피제어기기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상기 파일서버로부터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
듈;

  상기 피제어기기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 및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듈의 동작을 제어하는 애
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 및 애플리케이션 로더 모듈은,

  상기 프레임워크에 번들 형식으로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기기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와의 통신을 위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모듈;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제어하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애플리
케이션 관리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듈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다운로드 위치를 결정한 후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다수의 피제어기기와 상기 피제어기기를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된 홈네트워크에 있어서,

  여러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탑재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상기 피제어기기의 연결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상기 감지된 피제어기기의 제어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상기 추출된 위치정보에 따라 파일서버로부터 해당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상기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실행시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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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는,

  HAVi, UPnP, Jini, HWW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워크는 OSGi 프레임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워크는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청구항 22.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기기는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은 인터넷상의 파일서버에 저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청구항 23.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정지, 삭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애플리케이
션 관리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다수의 피제어기기와 상기 피제어기기를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된 홈네트워크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기기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가진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서치하는 단계;

  상기 피제어기기가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소정의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상기 애플리케이션 설치 요청에 따라 파일서버로부터 해당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
는 단계;및

  상기 피제어기기가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제어하여 상기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는 여러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탑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는,

  HAVi, UPnP, Jini, HWW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등록특허 10-049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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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워크는 OSGi 프레임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청구항 29.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워크는 피제어기기 액세스 서비스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청구항 30.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정지, 삭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애플리케이
션 관리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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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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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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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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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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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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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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