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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기반의 로봇 시스템에서 동작 정보 포함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선택 및 재생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 기반 로봇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선택 및 재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들과 이 로봇 단말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
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여 적절한 위치에, 동기되는 로봇 단말기용 동작 제어 데이터
를 삽입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서비스 서버 측에서 형성하여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스트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
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대응하는 로봇 단말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선택된 로봇 단말기에 대한 인식 정보와 대응시켜 서비스 서버에 저장하는 단
계; 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을 명령하면,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
식 정보를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상기 전송된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저
장된 인식 정보에서 검색하여,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응하는 저장된 동작 포함 멀티
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상기 패킷 단위로 상기 서비스 서버 측에서 상기 로봇 단말기의 버퍼로 차례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서 수신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상기 로봇 단말기가 상기 패킷 시간 간격
으로 차례로 독출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을 이용하면 저가의 홈로봇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며, 홈로봇에서는 음성/영상 재생과 동기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로봇 단말기, 네트워크, 동작, 멀티미디어, 콘텐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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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1은 본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도.

  도2는 본 발명에서 로봇 단말기에 전원 투입시의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을 도시함.

  도3은 본 발명을 위한 복합통신 방식을 도시함.

  도4는 도3의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패킷 데이터의 형태를 도시함.

  도5는 동작 제어 데이터의 형태를 도시함.

  도6는 본 발명에서 형성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도시함.

  도7은 본 발명에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형성하는 과정을 도시함.

  도8은 본 발명을 적용하여 동작 포함 구연동화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도시함.

  도9은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DB의 구조를 도시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기반 로봇 시스템에서, 동작 정보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미래에는 다양한 홈로봇이 각 가정마다 보급되어, 홈로봇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용
분야의 하나가 구연동화 들려주기, 영어 교육 등의 음성 및 영상 콘텐츠(이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재생에 의한 교육 분야
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홈로봇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가 홈로봇 또는 PC를 통해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에서
특정 구연동화나 영어 학습 콘텐츠를 유료 또는 무료로 구매하면, 이 서비스 서버에 저장된 이 콘텐츠를 위한 문장/음성파
일과 영상 파일 전체가 홈로봇으로 다운되어 홈로봇에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홈로봇에서 문장을 TTS
엔진을 이용해 음성파일로의 변환하여 발성을 하거나 전달된 음성파일로 발성을 하면서 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구연동화
나 영어학습 콘텐츠를 재생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다운된 대용량의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홈로봇에는 거의
PC수준의 대용량 처리장치와 저장장치(메모리, HDD 등)가 필요하여 홈로봇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구연동화 및 영어 학습용 음성과 영상의 재생시에 홈로봇은 음성 및 영상 재생만을 할 뿐, 이 음성 및 영상과
관련된 동작(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또는 "Hello" 라는 문장이 나오면 홈로봇이 인사하는 동작을 하거나, 문장을 발성시
문장에 맞게 입을 개폐하는 동작 등)을 하지 않아, 구연동화나 영어학습용 콘텐츠를 이용하는 유아나 어린이에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홈로봇 시스템에서는, 음성 및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로봇에 대용량의 중앙처리장치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음성 및 영상에 대응하는 동작이 없어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저가의 홈로봇의 제공이 가능하게 하며, 홈로봇에서는 음성/영상 재생
과 동기된 동작이 이루어지게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들과 이 로봇 단말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여 적절한 위치에, 동기되는 로봇 단말기용 동작 제어 데이터
를 삽입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서비스 서버 측에서 형성하여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스트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
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대응하는 로봇 단말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선택된 로봇 단말기에 대한 인식 정보와 대응시켜 서비스 서버에 저장하는 단
계; 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을 명령하면,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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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정보를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상기 전송된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저
장된 인식 정보에서 검색하여,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응하는 저장된 동작 포함 멀티
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상기 패킷 단위로 상기 서비스 서버 측에서 상기 로봇 단말기의 버퍼로 차례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서 수신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상기 로봇 단말기가 상기 패킷 시간 간격
으로 차례로 독출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들과 이 로봇 단말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스트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대응하는 로봇 단말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선택된 로봇 단말기에 대한 인식 정보와 대응시켜 서비스
서버에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을 명령하면, 상기 특
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상기 전송된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저장된 인식 정보에서 검색하여,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응하는 멀
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여 적절한 위치에, 동기되는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용 동작 제어
데이터를 삽입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형성하여 상기 패킷 단위로 상기 로봇 단말기의 버퍼로
차례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서 수신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상기 로봇 단말기가 상
기 패킷 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독출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들과 이 로봇 단말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들과, 로봇 단말기들의 패킷 단위 제어를 위한 동작 제어 데이터 파일들을 서비스 서버 측에 저장
하는 단계; 사용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스트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대응하는 로봇 단말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선택된 로봇 단말기에 대한 인식 정보와 대응시
켜 서비스 서버에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을 명령하
면,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상기 전송된 특정 로
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저장된 인식 정보에서 검색하여,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응하는 저장된 상기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여 적절한 위치에, 동기되는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용 저장된 동작 제어 데이터를 삽입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형성하여 상기 패킷 단
위로 상기 로봇 단말기의 버퍼로 차례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서 수신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
이터들을 상기 로봇 단말기가 상기 패킷 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독출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들과 이 로봇 단말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매체를 선택하고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선택한 멀티미디어 제공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모아서
패킷 단위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 서버 측에서 형성하는 단계; 상기 형성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에, 동기되는 로봇 단말기용 동작 제어 데이터를 삽입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 서버
측에서 형성하는 단계; 사용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스트
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대응하는 로
봇 단말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선택된 로봇 단말기에 대한 인식 정
보와 대응시켜 서비스 서버에 저장하는 단계;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
을 명령하면,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저장된 인식 정보에서 검색하여,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에 대응하는 저장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를 상기 패킷 단위로 상기 서비스 서버 측에서 상기 로봇 단
말기의 버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서 수신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를 상기 로봇 단말기
가 상기 패킷 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독출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저가의 홈로봇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 및 동작을 도1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홈로봇은 재생과 구동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에서 단말기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하에서는 로봇 단말기라고 칭한다.

  각 가정의 로봇 단말기(1-1, 1-2 .... 1-N)에는 관절이나 바퀴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2-1, 2-2 .... 2-N)와, 모터 및 릴
레이(2-1, 2-2 .... 2-N)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회로(3-1, 3-2 .... 3-N)와, 마이크 등의 센서들(4-1, 4-2 .... 4-N)과, 센
서들(4-1, 4-2 .... 4-N)에서의 센싱 신호를 서버(7)로 전송하고 서버(7)에서의 데이터를 로봇 단말기(1-1, 1-2 .... 1-N)
에서 수신하기 송수신 장치(5-1, 5-2 .... 5-N)와, 서버(7)에서 전달되는 음성 파일을 발성하기 위한 D/A 변환기(6-1, 6-
2 .... 6-N)와 스피커(10-1, 10-2 ... 10-N), 로봇 단말기(1-1, 1-2 .... 1-N)에 영상 재생용 모니터(미도시)를 가지고 있
을 때 전달되는 영상 파일을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영상 표시 제어 장치(미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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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각각의 로봇 단말기(1-1, 1-2 .... 1-N)의 송수신 장치(5-1, 5-2 .... 5-N)는 무선으로 각각에 IP주소가 할당된
홈게이트웨이(8-1, 8-2 .... 8-N)에 연결되고 홈게이트웨이(8-1, 8-2 .... 8-N)는 서버(7)에 접속된다.

  서버(7)는 홈게이트웨이(8-1, 8-2 .... 8-N)를 통해 각 로봇 단말기(1-1, 1-2 .... 1-N)의 각종 센서(4-1, 4-2 .... 4-N)
에서의 센싱신호를 수신하여 필요한 처리와 분석을 하여 로봇 단말기(1-1, 1-2 .... 1-N)에게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을 전
송하고 이 음성/영상 파일과 동기되는 동작 제어 데이터(아래에서 설명하는 각각의 패킷 재생 시간 간격 동안, 입술 및 각
관절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모터 또는 릴레이의 구동 제어 데이터)를 송신한다.

  그래서, 송수신 장치(5-1, 5-2 .... 5-N)를 통해 동작 제어 데이터를 수신한 로봇 단말기(1-1, 1-2 .... 1-N)는, 이 동작
제어 데이터를 입술, 관절 또는 바퀴용 모터/릴레이 구동회로(3-1, 3-2 .... 3-N)에 보내서, 이 모터/릴레이 구동회로(3-
1, 3-2 .... 3-N)에서 모터/릴레이(2-1, 2-2 .... 2-N)를 구동하여 로봇 단말기(1-1, 1-2 .... 1-N)가 적절한 동작을 하게
한다.

  또한, 서버(7)는 TTS 엔진(9)에 의해 문자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거나 녹음을 하여 음성 파일을 형성하여, 형성된 음성 파
일을 로봇 단말기(1-1, 1-2 .... 1-N)로 전송하면, 이 음성 파일을 수신한 로봇 단말기(1-1, 1-2 .... 1-N)가 D/A 변환기
(6-1, 6-2 .... 6-N)에 의해 음성 파일을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10-1, 10-2 ... 10-N)에 의해 발성을 하
게 된다.

  또한, 동작 또는 발성 관련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된 영상 파일을 영상 표시 제어 장치로 송신하여 로봇 단말기(1-1,
1-2 .... 1-N)의 모니터에 관련 영상을 표시한다.

  이상과 같이, 로봇 단말기(1-1, 1-2 .... 1-N)에는 서버(7)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송수신 장치(5-1, 5-2 .... 5-N)
와, 마이크 등의 센서들(4-1, 4-2 .... 4-N)과, 모터/릴레이(2-1, 2-2 .... 2-N)와, 모터/릴레이 구동회로(3-1, 3-2 ....
3-N)와, D/A변환기(6-1, 6-2 .... 6-N)와 스피커(10-1, 10-2 ... 10-N) 및/ 또는 영상 표시 제어장치와 모니터만을 설치
하고, 로봇 단말기(1-1, 1-2 .... 1-N)의 동작을 위한 동작 제어 데이터의 형성, 음성파일 및/또는 영상 파일의 형성을 위
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는 서비스 서버(7)에서 수행하게 한다면, 로봇 단말기(1-1, 1-2 .... 1-N)에는 대용량의 중앙처리
장치나 메모리가 필요 없게 되어, 저렴한 가격의 홈로봇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본 발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홈게이트웨이(8)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홈게이트웨이(8)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들면, Ethernet LAN 방식이나 기타 전력선 통신, 홈 PNA등의
유선방식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로봇 단말기(1)는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홈게이트웨이(8)와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만
일 홈 네트워크가 설치되지 않아 홈게이트웨이(8)가 없는 가정에서는, 홈게이트웨이(8) 대신에, 고속인터넷회선에 연결되
는 AP(ACCESS POINT)를 통해 무선 랜장치(미도시)를 거쳐 로봇 단말기(1)와 무선통신을 한다. 이 경우 로봇 단말기(1)
은 서비스 서버(7)에 직접 연결 가능한 인터넷 프로토콜과 무선 랜(IEEE 802.11x)을 내장해야 한다. 무선 LAN(IEEE
802.11x) 이외에, 홈네트워크용으로 개발된 무선 통신장치는 HomeRF, Bluetooth, UWB(Ultra Wide Bandwidth), 무선
1394, ZigBee, WirelessUSB 등이 있다.

  이제, 본 발명의 로봇 단말기(1)가 서비스 서버(7)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로봇 단말기(1)는 자체적으로 가지는 기능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서버(7)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로봇 단말기(1)에 전원이 투입되면 우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7)와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
다.

  로봇 단말기(1)에 전원이 투입될 때, 로봇 단말기(1)가 서비스 서버(7)에 접속되는 과정을 도2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때, 서비스 서버(7)의 도메인을 이라 하고 집안의 AP(Access Point)를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 서버(7)에 접속되
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1.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통한 로컬 IP 주소를 얻어 AP와 통신을 시작한다.

  2. DNS (Domain Name Service)을 이용하여 도메인의

  IP 주소를 알아낸다.

  3. Session 서버에 접속하여 본 로봇 단말기(1)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증(Authentication) 받는다.

  4. 보안을 위해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다음으로, 음성 및/또는 영상과 동기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서버(7)와 로봇 단말기(1)
간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로봇과 달리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1)를 서비스 서버(7)에서 원격제어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시 발생하는 시간지연과 도착시간의 불균일성이고, 둘째는 로봇 단말
기(1)가 이동하거나 사람과의 상호 작용시에, 실시간적으로 반응하여 필요한 동작을 하도록 처리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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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로봇 단말기(1)가 발성을 하면서 해당하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서버(7)의 TTS엔진(9)에 의해 음성
파일로 변환된 음성정보와 동작 제어 데이터 파일인 동작정보(예를들면, 입술 및 관절의 움직임을 위한 동작 제어 데이터)
를 따로 따로 전송한다면, 음성 정보와 동작 정보의 도착시간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발성을 하면서 동작
을 하게 할 수가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큰 버퍼 메모리를 로봇 단말기(1)의 내부에 설치하여 음성 정보와 동작 정보 전체를 수신하여 저장하
였다가 발성을 하면서 동작을 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음성 정보와 동작 정보 전체를 수신한 후 재
생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실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로봇 단말기(1)와 서비스 서버(7)간의 데이터를 동기데이터(Synchronous Data)와 비동기데이터
(Asynchronous Data)로 구분하고 각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도3에서와 같은 복합 전송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동기데이터는 로봇 단말기(1)의 동작과 발성과 영상표시를 연속적으로 끊임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로
서, 주로 동작(입술의 움직임과 얼굴의 표정, 몸동작 등)데이터와, 이 동작 데이터와 일치되는 발성 및/또는 영상 표시를 하
기 위한 음성 데이터 및/또는 영상 데이터 등(이들을 총칭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함)을 말한다. 또한 동기데이터는 주
변 환경 또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아닌, 미리 만들어져서 서비스 서버(7)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뜻한다. 비동기데이터
는 미리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아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센서(4)의 출력들과 서비스 서버(7)로부터 긴급히 전송되
는 실시간 제어 데이터인 시스템 커멘드(System command)를 지칭한다.

  시스템 커멘드는 전송되는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 시스템 커멘드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에 관련된 명령 : MAC 주소, 무선 동작 모드, AP 관련 데이터 등

  2. 인증 및 보안 관련 데이터

  3. 멀티미디어 재생에 관련된 명령 : 재생속도, 화면크기, Mono/Stereo, 8bit/16bit 등

  4. 버퍼 제어명령 : 버퍼 내용 지우기, 채우기, 현재 남아있는 크기, 버퍼 크기 조절 등

  5. Sensor Table의 설정 : 감지하고자 하는 센서의 종류 및 전송주기를 설정

  도4에는 도3의 통신 방식을 위한 전송 데이터 패킷의 형태가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헤더 영역(영역(V) 내지 영역(XL))
에는, 이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데이터 패킷 데이터의 프로토콜 버전 번호(Protocol Version Number)를 나타내는 버전
번호 영역(V)과, 패킷에 포함된 데이터의 타입들(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동작 데이터, 시스템 커멘드, ACK 등)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 영역(DT)과, 이 패킷이 전송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시퀸스 영역(SEQ)과, 이 패킷이 전송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 영역(TS)과, 현재 통신 중인 세션의 구별 및 보안을 위한 세션 ID 영역(SID)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다운 패킷 전송시의 동작 제어 데이터의 길이 영역(ML) 또는 업 패킷 전송시에 로봇 단말기(1)에 있는 거리 센서 등의 각
종 센서 값의 길이 영역(SL), 음성 데이터 길이 영역(AL), 영상 데이터 길이 영역(VL)과, 시스템 커멘드 등의 기타 데이터
의 길이를 나타내는 보조 데이터 길이 영역(XL)이 있다.

  또한, 동작 제어 데이터 영역(MD) 또는 센서 데이터 영역(SD)에는 로봇 단말기(1)의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각 모
터/릴레이 등의 동작 제어 데이터 또는 로봇 단말기(1)의 센서들에서 측정된 센서 값들이 들어가고, 음성 데이터 영역(AD)
에는 동작을 하면서 발성하는 경우 또는 동작이 없이 발성만 하는 경우와 같이 발성을 위한 음성 데이터 또는 로봇 단말기
(1)의 마이크에서 입력된 음성에 대한 음성 데이터가 들어가며, 영상 데이터 영역(VD)에는 동작 및/또는 발성과 함께 모니
터에 표시되어야 하는 영상 데이터 또는 로봇 단말기(1)의 카메라에서 검출된 영상 데이터가 들어가며, 보조 데이터 영역
(XD)에는 시스템 커멘드 등의 기타 데이터가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상기 동작 데이터(MD)/센서 데이터(SD)와 음성데이
터(AD)와 영상 데이터(VD)와 보조 데이터(XD)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체크-썸(Check-Sum :CS)이 들어간다.

  한편, 동작 제어 데이터 영역(MD)는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구동 장치(모터/릴레이등)를 나타내는 ID와 이 구동장치
를 제어하는 명령 데이터(Control Data : CD)와 각 구동장치들을 구분하는 구분자(ST)의 반복으로 구성된다.

  다시 도3으로 돌아와서, 서비스 서버(7)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는 다운 스트림 패킷(down stream packet)형태로 TCP/
IP 또는 UDP/IP protocol로 로봇 단말기(1)로 전달되고, 로봇 단말기(1)의 처리장치(미도시)에서는 각각의 패킷이 전달될
때마다, 패킷의 헤더에서 데이터 타입(DT)을 판독하여, 이 패킷에 동기 데이터(오디오/비디오/동작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
으면 이 동기 데이터는 순서대로 버퍼(down)(버퍼 하나의 크기는 주어진 패킷 재생 시간(Ts) 내에 재생이 끝나도록 크기
가 정해져 있음)에 저장하고, 이 패킷에 비동기 데이터(시스템 커멘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비동기 데이터인 시스템 커멘
드는 버퍼(down)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전달하여 로봇 단말기(1)가 시스템 커멘드에 대응하는 작동을 바로 실행하게 한
다.

  이렇게 패킷 단위로 버퍼(down)에 저장된 동기데이터는 로봇 단말기(1)의 처리장치에 의해 버퍼(down)에서 패킷 재생
시간 간격(Ts)마다 하나씩 독출되어, 헤더에 포함된 데이터 크기 영역(ML, AL, VL)을 검사하여 동작, 음성, 영상 데이터
가 모두 포함된 것이면 동작 데이터 영역(MD), 음성 데이터 영역(AD), 영상 데이터 영역(VD)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독출
하여, 동작 데이터(MD)는 모터 /릴레이 구동회로(3)로 전달되어 모터/릴레이(2)를 구동하여 동작을 실현하게 하고, 음성
데이터(AD)는 디코더와 D/A변환기(6)를 거쳐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되어 스피커(10)에서 발성을 하며, 영상 데이터
(VD)는 디코더를 거쳐 영상 표시 제어장치를 거쳐 모니터에 표시되게 된다. 결국 각각의 패킷 재생 시간 간격(Ts)마다 재
생이 필요한 발성/ 영상 표시/동작 제어 데이터가 버퍼(down)에서 하나씩 독출되어 재생되므로, 음성과 영상과 동작이 동
기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재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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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로봇 단말기(1)를 Ts = 40 ms (초당 25회) 주기로 동작시키고, 음성 데이터(AD)는 16 bit, 16,000 Hz(초당
32,000bytes)의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d modulation) 데이터로 하며, 영상 데이터(VD)는 없으며,
50개의 버퍼를 가진 경우를 상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한다.

  로봇 단말기(1)의 버퍼(down)는 40ms x 50 = 2.0 초의 동기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므로, 예기치 못한 2초 이내의 통신
장애를 극복하고 끊김이 없는 동작 및 발성을 보장한다. 이때 필요한 음성 데이터용 메모리의 크기는 압축률 1/4의
ADPCM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버퍼 하나에 32,000bytes/4/25 = 8,000/25 = 320 bytes의 음성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320bytes x 50 = 16 Kbytes이다. 이 음성 데이터(AD)의 크기는 통신의 상태, 음성 데이터의 질 등에 따라 가감되어야 한
다.

  다음으로, 시스템 커멘드(SC)에 따른 동작을 예를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로봇 단말기(1)가 모노의 구연동화 음성을 재생하다가 스테레오로 구연동화 음성을 재생한다고 할 때를 상정해 보면 다
음의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1. 서비스 서버(7)에서는, 버퍼에 남아 있는 크기를 전송하라는 시스템 커멘드(SC)를 로봇 단말기(1)에 보내서 버퍼의 남
은 크기를 수신하여 이 수신된 값이 0 이 되면 스테레오로 재생기능을 변경하라는 시스템 커멘드(SC)를 로봇 단말기(1) 보
내 로봇 단말기(1)가 오디오 재생 모드를 스테레오로 변경한 후 새로운 스테레오 오디오 데이터가 포함된 동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한다.

  2. 서비스 서버(7)에서 버퍼 내용 지우기라는 시스템 커멘드(SC)를 로봇 단말기(1)로 송신하여 로봇 단말기(1)가 버퍼 내
용을 삭제하면, 오디오 재생 모드를 스테레오로 변경하라는 시스템 커멘드(SC)를 로봇 단말기(1)에 보내 로봇 단말기(1)
가 오디오 재생 모드를 스테레오로 변경한 후 새로운 스테레오 오디오 데이터가 포함된 동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로봇 단말기(1-1, 1-2 .... 1-N)에서 서비스 서버(7)로의 업 스트림 패킷(up stream packet) 대해 설명하면,
마이크(Mic)에서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 데이터(명령 음성 데이터 등)는 A/D변환기(미도시)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 형태
로 변환되고 인코더에 의해 압축되고, 각종 센서(S1...Sk)(이동시 장애물 인지 센서 등)에서의 출력과 함께, 버퍼(up)(상기
의 다운 스트림(down stream)시의 버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크기임)에 저장된 후, 도4의 포맷으로 패킷 스트림 형태
로 서비스 서버(7)로 전송된다.

  이제, 로봇 단말기(1)에서 서비스 서버(7)로 전송되는 up stream packet의 센서 값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
다.

  네트워크에 의해 제어되는 통상의 로봇 원격 제어 시스템에서는, 명령을 내려 보낸 후 그에 반응하는 센서의 값을 확인하
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네트워크 시간 지연으로 인하여, 수신된 센서 값이 현재의 센서 값과 차이가 나게 되어, 예
를들어 로봇이 이동 중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시간 지연으로 인하여 수신된 센서 값에
따른 긴급한 조치(예를들면, 서비스 서버에서 긴급 정지 명령을 로봇에 내림)를 취하더라도 로봇이 장애물에 충돌해 버린
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로봇이 원을 그리며 이동하는 경우, 센서 값의 도착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궤도 추종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종래기술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비스 서버(7)의 요청과 관계없이 특정한 센서 값은 주기
적으로 전송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 서버(7)의 지시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센서 값, 예를 들면 이
동시에는 거리/초음파/인체감지 센서 값을 정해진 주기로 연속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 방식은 통신 대역폭을 계속 점유하
는 단점은 있지만, 예기치 못한 장애에 재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한편, TCP통신 방식 대신에 UDP통신 방식을 사용하면 수
신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송신을 하므로 약간의 패킷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송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이러한 약
간의 손실이 있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센서 값을 매우 짧고 미리 정해진 주기로 전송되므로 다음 주기의
센서 값 또는 손실된 값을 예측하기 매우 용이해진다. 실용적으로 센서의 전송주기는 20msec에서 100ms이하가 적절하
며, 이 전송주기는 통신상태, 로봇 단말기(1)의 동작속도와 정밀도에 의해 가변되어야 한다.

  결국, 로봇 단말기(1) 내에 장착된 각종센서의 모든 변화 값을 위와 같이 빠른 주기로 전송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
문에, 온도, 습도 등 환경 센서는 그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전송주기가 느리게 하고, 거리센서, 음원 관련 센서는 특성상 매
우 빠른 전송주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서비스 서버(7)에서 필요한 센서 값의 종류와 센서 값의 전송 주기를 시스템 커멘드(SC)를 이용하여 로봇
단말기(1)에 설정하여 로봇 단말기(1)에 센서 테이블(sensor table)의 형태로 서비스 서버(7)가 필요로 하는 센서들의 종
류와 전송 주기가 저장되게 된다. 로봇 단말기(1)는 이 센서 테이블을 통해 서비스 서버(7)로 센서 값을 전송해야 하는 센
서들과 해당 전송 주기를 파악하여 해당 센서에서 해당 전송주기로 센서 값을 읽어서 서비스 서버(7)로 전송하게 된다. 설
정된 센서 테이블은 다음 설정이 있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다음으로, 이상에서와 같이 패킷 단위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파일을 서버(7)에서 로봇 단말기(1)로 송수신하기 위하여,
서버(7) 또는 로봇 단말기(1)에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파일 패킷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안녕하세요?"라는 발성/영상
과 함께 관련 동작을 하는 실시예인 도6, 7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비디오 카메라 등의 영상 촬영수단에 의한 실제 영상 또는 컴퓨터 그래픽 영상에 음성을 더빙하여 형성되는 구연동
화나 학습 영상이나 음악(동요) 비디오와 같은 기존의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상호 동기되는 음성파일과 영상
파일로 구성됨)을 입수하여(S1), 패킷 단위로 전송하고 동작 데이터를 결합시키기 위해 패킷 재생 시간 간격(Ts=40ms)
단위로 음성 파일(AD)와 영상 파일(VD)을 절단하여 전체 음악파일(AD)이 AD1, AD2 ... ADn으로 분리되고, 전체 영상 파
일(VD)이 VD1, VD2 ... VDn으로 분리된다(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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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에 대응하는 음성 및 영상(2초 정도)이 각각 AD1 .... AD50과 VD1 .. VD50에
대응하고, 이러한 "안녕하세요?"라는 로봇 단말기(1)에서의 발성과 영상 표시를 하면서, 로봇 단말기(1)가 인사동작(입을
개폐하는 동작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팔을 안으로 모아서 인사 동작을 시작하여 머리를 드는 인사동작)을 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서버(7)에서는 50개의 패킷 재생 시간(Ts=40ms) 각각에 대하여 입과 머리와 팔을 구동하는 모터 또는 릴레이가
어떻게 제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각각의 동작 제어 데이터(MD1 ... MD50)를 형성하여 각각 AD1 .... AD50과 VD1 ..
VD50에 부가시킨다(S3). 각각의 쌍((AD1,VD1,MD1) .... (AD50/VD50/MD50))에 대하여 헤드부분과 체크썹 영역을 형
성하여 부가시켜(S4), 도6에서와 같은 50개의 패킷을 형성한다(S5).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 데이터의 삽입이 필요한 음성 및 영상 부분마다 동작 데이터를 결합시켜 패킷 스트림 전송을
위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데이터 패킷들을 형성하면 전체의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데이터가 형성되고 이
것을 서버(7)의 저장장치(미도시)에 저장한다. 이러한 방식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반복하면, 서버(7)의 저장
장치에는 다양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때, 로봇 단말기(1)가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
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다양한 종류별의 모델명에 따라 동작 제어 데이터가 형성되어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동기되게 삽입
되어 완성된 모델별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데이터가 서버(7)에 저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PC(미도시)를 통해 서버(7)에 접속하여, 자신의 로봇 단말기(1)에서 듣고 싶은 동작 포함 구연동화
등의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구매하고, 구입된 동작 포함 구연동화를 듣는 과정을 도8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또는 PC를 통해 서버(7)의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여 가입 절차시에 ID를 부여 받고(S10), 가입단계 또
는 추후 접속 단계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들(1)의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들(총칭하여,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을 식별명칭(예를들면, "로봇1", "로봇2" ....)과 함께 입력을 하면(S11), 서버(7)에는 도9에서와 같이 ID와 패스워드
와 함께 인식 정보와 식별명칭이 사용자DB에 저장된다.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작 포함 구연동화 중에서 특정 동작 포함 구연동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서버(7)의 홈페
이지에 접속하여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증 절차를 마친 후(S12), 이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구연 동화 리
스트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로봇 명칭 리스트를 보면서, 특정 로봇 명칭(예를들면 "로봇1")과 자신의 로봇 단말기(1)에
서 듣고 싶은 특정 동작 포함 구연동화(예를들면, "토끼와 거북이")를 선택하면(S13), 유상 구매시는 구매절차(결제 등)를
더 수행하여 이 구연동화의 상품 코드가 저장되어, "로봇1"이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작 포함 구연동화를 실행하기 위한 선
택 및 구매절차가 완료된다. 동일한 "로봇1"에 대하여 추가적인 구매를 원하거나 다른 "로봇2"에 대해서도 구매를 원할시
에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하면, 도9에서와 같은 사용자 DB가 완성된다.

  이제, 사용자가 이 동작 포함 구연동화를 듣고 싶어 로봇 단말기(1)(로봇1) 또는 로봇 단말기(1)용 리모콘에 있는 동작 포
함 구연동화 재생 버튼을 누리거나 음성으로 명령("구연동화")을 하면(S14), 이 명령(버튼 정보 또는 명령 음성 파일)과 함
께 이 로봇 단말기(1)의 인식정보(모델명과 시리얼 번호에 대한 정보)가 서버(7)로 전달되어 서버(7)에서는 음성 명령의
경우에는 음성인식을 하여 명령이 "구연동화"를 재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구연동화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그대로 인식하
여(S15), 사용자 DB에서 전달된 인식정보(모델명과 시리얼 번호)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구연동화 리스트를 로봇 단말기
(1)에 송신한다(S16). 로봇 단말기(1)는 모니터가 있는 경우에는 모니터에 구매된 구연동화의 리스트를 표시하여 사용자
가 선택하게 하고,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는 구입된 구연동화의 제목을 예를들면, "토끼와 거북이는 1번,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2번을 선택하세요."라고 발성을 한다(S17).

  이제, 리스트가 로봇 단말기(1)의 모니터에 표시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터치 스크린 기능을 이용하거나 로봇 단말기(1)의
번호 버튼 또는 리모콘의 번호버튼을 누르고, 음성 발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로봇 단말기(1)의 번호버튼 또는 리모콘의
번호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번호를 선택을 하면(S18), 이 선택된 번호 정보가 서버(7)에 전달되고, 서버(7)에서는 선택
번호를 인식하여 선택된 구연동화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데이터 패킷 스트림이 도3에서와 같이 로봇 단말기(1)로 전달
되어 버퍼(down)에 저장한다.(S19).이때, 서비스 서버(7)는 하나 또는 몇 개의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데이터 패킷을 버퍼
(down)에 전송할 때마다 버퍼(down)의 상태를 검사하여 버퍼가 넘치지 않게끔 송신 패킷의 수를 조절한다. 이제, 로봇 단
말기(1)의 처리장치(미도시)에 의해 이 버퍼(down)에 저장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데이터 패킷이 패킷 재생 시간 간격으
로 하나씩 독출되어, 헤더에 포함된 데이터 크기 영역(ML, AL, VL)을 검사하여 동작, 음성, 영상 데이터가 모두 포함된 것
이면 동작 제어 데이터 영역(MD), 음성 데이터 영역(AD), 영상 데이터 영역(VD)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독출하여, 동작
데이터(MD)는 모터/릴레이 구동회로(3)로 전달되어 모터/릴레이(2)를 구동하여 동작을 실현하게 하고, 음성 데이터(AD)
는 디코더와 D/A변환기(6)를 거쳐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되어 스피커(10)에서 발성을 하며, 영상 데이터(VD)는 디코
더를 거쳐 영상 표시 제어장치를 거쳐 모니터에 표시되게 되면(S20), 구연동화를 읽어주면서 모니터로는 관련 영상을 표
시하면서 관련 동작을 실행하게 되어 보다 흥미진진한 동작 포함 구연동화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정신
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상에서는 사전에 가공되어 존재하는 구연동화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파일을 형성하여 서비스 서버(7)에 저장하여 사용자가 특정 동작 멀티미디어 파일을 선택을 하면, 지정된 시간에 로봇 단
말기(1)로 전송하여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사전에 가공되어 존재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 또는 전화통화(통칭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매체라고 칭함)와 같이 음성 및/또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로봇 단말기(1)에서 재현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예를들면, 상기의 선택단계(S13)에서 사용자가 특정 라디오 채널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택하고, 실시간적으
로 라디오 수신기에서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샘플링과 A/D변환과정을 거쳐 디지털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서비
스 서버(7)에 입력하여 디지털 음성 신호를 상기의 패킷 재생 시간 간격(Ts=40ms)동안 모아서 여기에 로봇 단말기(1)용
동작 제어 데이터(간단하게는 입을 개폐하는 정도의 동작 제어 데이터)를 부가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패킷 데이터들을
매 40ms 간격마다 형성하며 갱신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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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1)에서 동작 포함 라디오 방송을 듣기를 원하면, 실시간적으로 형성되는 동작 포함 라
디오 음성 패킷이 로봇 단말기(1)의 버퍼(down)에 전송하여 저장하며, 로봇 단말기가 패킷 재생 시간 간격마다 버퍼
(down)에서 도출하여 재생하게 한다.

  이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우에는 실제 방송 또는 통화와 타이밍이 거의 일치하게 로봇 단말기
(1)에서 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공되어 존재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처럼 50개 정도의 영역을 갖는 버퍼
(down)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시간 방송 또는 통화의 경우에는 버퍼의 크기가 50개 정도(2초 정도의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재생 시간에 해당함)이면 최대 2초 전의 방송 또는 통화를 로봇 단말기(1)에서 재생하게
되어, 실시간 방송 또는 통화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쌍방 통화이기 때문에 최대 2초의
시간 지연은 통화를 불편하게 한다. 따라서 10개 이하의 버퍼 영역을 두면 이러한 시간지연 문제는 줄지만, 이러한 버퍼 영
역의 개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QoS (Quality of Service)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한편, 이상에서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의 선택 및 구매가 PC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를 하였으나, 이러한 선택
과 구매가 PDA, 휴대 전화 등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정보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로봇 단말기
자신을 이용하여도 가능한데, 이때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한, 도4와 같은 포맷의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버전 번호(V), 타임스탬프(TS)가 생
략된 형태로 간략화되어 서버에 저장될 수도 있다. 이때에는 각 패킷을 구별하는 구별자가 각 패킷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한편, 이상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여 각각에 동작 제어 데이터를 삽입하여 동
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형성하여 서버(7)에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구매 또는 선택을 하여 재생
을 요청할 시에, 관련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로봇 단말기(1)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각
패킷 당의 동작 제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서버(7)에서 실시간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예를 들면, 생성해야 하는 동
작 제어 데이터가 입술 동작 데이터 정도로 간단하여 서버(7)가 동작 제어 데이터의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은 경우)에
는, 원본 멀티미디어 파일만을 서버(7)에 저장을 하고, 재생하기 위해 로봇 단말기(1)에 전송시에 실시간 방송처럼 서버(7)
에서 동작 제어 데이터를 형성하여 원본 멀티미디어 파일에 삽입하여 로봇 단말기(1)로 송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서버(7)에 사전에 저장할 필요가 없게 되어 서버(7)에 저장 장치의 용량을 상당
히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동작 제어 데이터들을 실시간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원본 멀티미디어 파일과 이
것에 대응하는 동작 데이터를 서버(7)에 따로 저장되어 있다가 재생을 위해 로봇 단말기(1)에 송신시에 합쳐서 전송하게
한다면, 동작 제어 데이터들을 실시간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약간 더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서버(7)의 저
장 장치의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을 이용하면 저가의 홈로봇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며, 홈로봇에서는 음성/영상 재생과 동기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들과 이 로봇 단말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여 적절한 위치에, 동기되는 로봇 단말기용 동작 제어 데이터
를 삽입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서비스 서버 측에서 형성하여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스트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대응하는 로봇 단말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선택된 로봇 단말기에 대한 인식 정보와 대응시켜 서비스 서버
에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을 명령하면,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상기 전송된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저장된 인식 정보에서 검색하여, 상기 특정 로
봇 단말기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응하는 저장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상기 패킷 단
위로 상기 서비스 서버 측에서 상기 로봇 단말기의 버퍼로 차례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서 수신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상기 로봇 단말기가 상기 패킷 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독출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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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들과 이 로봇 단말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스트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대응하는 로봇 단말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선택된 로봇 단말기에 대한 인식 정보와 대응시켜 서비스 서버
에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을 명령하면,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상기 전송된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저장된 인식 정보에서 검색하여, 상기 특정 로
봇 단말기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분할하여 적절
한 위치에, 동기되는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용 동작 제어 데이터를 삽입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
을 형성하여 상기 패킷 단위로 상기 로봇 단말기의 버퍼로 차례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서 수신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상기 로봇 단말기가 상기 패킷 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독출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3.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들과 이 로봇 단말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들과, 로봇 단말기들의 패킷 단위 제어를 위한 동작 제어 데이터 파일들을 서비스 서버 측에 저장
하는 단계;

  사용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스트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대응하는 로봇 단말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선택된 로봇 단말기에 대한 인식 정보와 대응시켜 서비스 서버
에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을 명령하면,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상기 전송된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저장된 인식 정보에서 검색하여, 상기 특정 로
봇 단말기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응하는 저장된 상기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을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분
할하여 적절한 위치에, 동기되는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용 저장된 동작 제어 데이터를 삽입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
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형성하여 상기 패킷 단위로 상기 로봇 단말기의 버퍼로 차례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서 수신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을 상기 로봇 단말기가 상기 패킷 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독출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서버에의 접속은 PC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서버에의 접속은 로봇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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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서버에의 접속은 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구연동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
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학습용 콘텐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
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의 전송은 서비스 서버가 로
봇 단말기의 버퍼의 상태를 검사하여, 비어 있는 갯수 만큼의 패킷을 연속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
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의 크기는 네크워크의 지연으로 동작 포함 멀티 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들의 도착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단절없이 재생이 가능할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
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11.

  네트워크에 연결된 로봇 단말기들과 이 로봇 단말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
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매체를 선택하고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선택한 멀티미디어 제공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패킷 전송 시간 간격으로 모아서
패킷 단위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 서버 측에서 형성하는 단계;

  상기 형성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에, 동기되는 로봇 단말기용 동작 제어 데이터를 삽입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
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 서버 측에서 형성하는 단계;

  사용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 서버에서 제시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스트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로봇 단말기에 대한 정보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대응하는 로봇 단말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선택된 로봇 단말기에 대한 인식 정보와 대응시켜 서비스 서버
에 저장하는 단계;

  사용자가 특정 로봇 단말기에 대응하는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을 명령하면,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상기 특정 로봇 단말기의 인식 정보를 상기 저장된 인식 정보에서 검색하여, 상기 특정 로봇 단말
기용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응하는 저장된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를 상기 패킷 단위로 상기
서비스 서버 측에서 상기 로봇 단말기의 버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서 수신된 상기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데이터를 상기 로봇 단말기가 상기 패킷 시간 간격으로 차
례로 독출하여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
텐츠의 제공 매체를 선택하고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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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서버에의 접속은 PC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네트워크 기반 로
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매체를 선택하고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서버에의 접속은 로봇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매체를 선택하고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
로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서버에의 접속은 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제공 매체는 라디오 방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매체를 선택하고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제공 매체는 전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매체를 선택하고 동작 포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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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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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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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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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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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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