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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ＵＰｎＰ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식별된 특정 기기를 통하여 컨텐츠를 재생하

는 방법, 및장치

요약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홈 네트워크 상의 다수의 재생장치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장치

를 신속히 선택하고 선택된 장치를 통하여 휴대용 장치에 포함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UPnP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은,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들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

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에 대한 기기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디스

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기기 리스트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 받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

는 컨텐츠 재생장치에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메시지를 전송 받은 컨텐츠 재생기기가 기기

알림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UPnP, 컨텐츠, 디스커버리, 디스크립션, 컨트롤, XML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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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UPnP 환경에서 컨텐츠 재생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이 동작하는 전체 시스템의 개략도.

도 3는 UPnP의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에 부착된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기기 리스트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상기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의 구조를 예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재생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9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0은 기기 리스트의 항목에 시각적 표시를 나타낸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재생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4는 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의 구성을 예시하는 도면.

도 15는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의 구성을 예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재생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300, 500 :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

200, 400, 600 : 컨텐츠 재생장치

110, 310 : 디스플레이 50 :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

60 : 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 70 :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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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홈 네트워크 상의 다수의 재생장치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장치

를 신속히 선택하고 선택된 장치를 통하여 휴대용 장치에 포함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카메라 폰이나 MP3(MPEG layer-3) 플레이어 등과 같이 휴대용 컨텐츠 관리 장치들의 성능이 향상되고, 다양한

컨텐츠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 장치를 통하여 제작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컨텐츠를 휴대할 수 있는 장

치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장치가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면서 사용자가 상기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빠르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UPnP(Universal Plug and Play)와 같은 미들웨어에 의하여 구축된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휴대용 컨텐

츠 관리 장치가 보유한 컨텐츠를 홈 네트워크 상의 재생장치를 통하여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도 1과 같이 동일한 재생 기능

을 제공하는 다수의 컨텐츠 재생장치들 중, 원하는 특정 재생장치를 판별하기 위하여 테스트 재생을 반복하여 수행하게 된

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재생장치를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특정 재생장치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 및 디스크립션(Description)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재생하려는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장치들의 리스트가 생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된다.

도 1은 종래의 UPnP 환경에서 컨텐츠 재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휴대용 컨텐츠 관리 장치(10)가 네트

워크 내에 존재하는 컨텐츠 재생장치들(20, 30, 40) 중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 재생장치(30)를 발견하는 과정을 나타낸

다.

먼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는 컨텐츠 재생장치들(20, 30, 40)과 디스커버리 과정을 수행한 후(S1), 휴대용 컨텐츠

관리 장치(10)는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컨텐츠 재생장치들(20, 30, 40)로부터 상기 컨텐츠 재생장치(20, 30,

40)들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디스크립션을 요청한다(S2). 그리고, 컨텐츠 재생장치들(20, 30, 40)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

신한다(S3).

그 다음, 컨텐츠 관리장치(10)는 상기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컨텐츠 재생장치들(20, 30, 40)의 리스트를 생성한다(S4).

이 후 사용자는 재생을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고 선택된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장치를 찾기 위해서는 테스트 재생

과정(S5, S6, S7)이 필요하다. 즉, 사용자는 상기 생성된 리스트에 제시된 재생장치들 중, 자신이 재생장치가 어떠한 것인

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3개의 컨텐츠 재생장치에 대한 테스트 재생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기 테스트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는 상기 리스트 중 어떠한 컨텐츠 재생장치가 자신이 재생을 원하는 컨텐츠 재생장치

(30)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재생을 원하는 컨텐츠 재생장치(30)를 통하여 컨텐츠가 재생되도록 컨트롤 명

령을 전송한다(S8).

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의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된 컨텐츠 재생장치들 중 특정 컨텐츠 재생장치를 이용하여 컨

텐츠를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다수의 컨텐츠 재생장치들에 대해 반복적인 테스트를 시도하여야 한다.

또한,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컨텐츠 재생장치를 이용하여 컨텐츠 재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컨트롤

(UPnP 표준의 control)을 위해서는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와 재생장치들 사이에 디스커버리 및 디스크립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상기 컨텐츠 재생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창안된 것으로, UPnP 네트워크 환경에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에 저장된 컨텐츠

를, 다수의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재생장치들 중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컨텐츠 재생장치를 통하여 용이하게 재생하는 방

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컨텐츠 재생장치를 이용하여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에 저장된 컨

텐츠를 재생하는 경우에, 휴대용 저장장치와 재생장치 사이의 불필요한 셋업 과정 없이 신속히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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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UPnP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은, 복수의 컨텐츠 재

생 장치들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에 대한

기기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기기 리스트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 받는 단계;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에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를 전송

받은 컨텐츠 재생기기가 기기 알림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UPnP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은, 복수의 컨텐츠 재

생장치들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에 대한

기기 리스트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의 전송 명령을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장치 중 하나의 컨텐츠 재생장치를 통하여 입력 받는 단계; 상기 전송 명령

에 따라서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에 따라서 상기 기기

리스트 중 상기 메시지를 전송한 컨텐츠 재생장치에 대응되는 항목에 식별 표시를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UPnP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통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방법은,

단거리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를 컨텐츠 재생장치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에 따라서

상기 컨텐츠 재생장치로부터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거리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신하는 단계; 및 상

기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상기 컨텐츠 재생장치의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컨텐츠 재생 명령을 생성하고 이를

UPnP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컨텐츠 재생장치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특정 컨텐츠 재생기기를 통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UPnP 시스템은, 상기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는,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들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을 이

용하여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에 대한 기기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기기 리

스트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 받아,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에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

하고,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는 상기 전송된 메시지에 따라서 기기 알림을 수행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특정 컨텐츠 재생기기를 통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UPnP 시스템은,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장치 중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컨텐츠 재생장치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

의 전송 명령을 입력 받아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상기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는,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장치들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상기 복

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에 대한 기기 리스트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전송된

메시지에 따라서 상기 기기 리스트 중 상기 메시지를 전송한 컨텐츠 재생장치에 대응되는 항목에 식별 표시를 하는, 특정

컨텐츠 재생기기를 통하여 컨텐츠를 재생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특정 컨텐츠 재생기기를 통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UPnP 시스템은, 단거

리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를 컨텐츠 재생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컨텐츠 재생장치로부터 기

기 결합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며 상기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디스크립션을 이용한 컨텐츠 재생 명령을 UPnP 네

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컨텐츠 재생장치에 전송하는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 및 상기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로부터 수신

된 상기 메시지에 따른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를 상기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컨텐츠 재생 명령에 따라

서 상기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에 저장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

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

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

성 요소를 지칭한다.

본 발명은, 휴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무선 노트북 PC 등 컨텐츠(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등의 멀티미디

어)를 생성하여 저장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장치(이하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 라고

함)에 저장된 컨텐츠를 UPnP 네트워크 상의 컨텐츠 재생 장치(PDP, TV, PC 모니터 등 비디오 재생 장치 또는 AV 리시

버, TV 등 오디오 재생 장치)를 통하여 상기 휴대용 저장 장치에 저장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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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이 동작하는 전체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여기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는 억세스 포인트(90)와 무선

으로 통신할 수 있고, 억세스 포인트(90)와 컨텐츠 재생장치(200A, 200B) 및 다른 UPnP 기기(80)는 유선 네트워크로 연

결되어 있다. 따라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와 컨텐츠 재생장치(200A, 200B)는 동일한 UPnP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 다만,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UPnP 네트워크 전체가 무선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 일부는 유선 일부는 무선으로 구

현될 수도 있다. 다만,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는 그 휴대용 특성상 무선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는 컨트롤 포인트(control point)로, 컨텐츠 재생장치(200A, 200B)는 피제어 기기

(controlled device)로 동작한다.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는 UPnP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연결 가능하면서 휴대 할

수 있는 형태의 장치로서,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갖는다. 이러한 저장 공간은 착탈이 가능하며 추가 저장 공

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메모리 카드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 그리고,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는 자체적인 사용자 인

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제공하기 위하여 액정표시장치 등의 디스플레이(110)를 포함한다.

컨텐츠 재생장치(200A, 200B)는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로부터 컨텐츠를 제공받아 재생하는 장치이다. 컨텐츠 재생장치

가 컨텐츠를 재생하는 방법에는,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로부터 컨텐츠를 다운로드 한 후 재생하거나, 스트림의 형태로 제

공받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법이 있다.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림의 형태로는 MPEG-2 전송스트림(transport

steam) 또는 일반 컨텐츠 파일을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방식에 따라 스트림화한 형태 등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컨텐츠 재생장치가 스스로 알림(notification)을 수행하는 방법(이하 제1 실시예라 함)과, 컨텐츠 재생장치

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이하 제2 실시예라 함)와, 특정 컨텐츠 재생장치가 휴대용 컨텐

츠 관리장치의 요청에 따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결합 과정(association)을 거친 후, 이를 기반으로 휴대용 컨

텐츠 관리장치가 컨텐츠 재생장치를 컨트롤 하는 방법(이하 제3 실시예라 함)으로 나뉘어진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이 동작하는 UPnP 기술의 개략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본 후, 상기 각 실시예 별로 본 발명의 동작을 설

명할 것이다.

UPnP 기술

UPnP(Universal Plug and Play) 기술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가전 기기 간에 복잡한 설정절차 없이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로서 한 기기가 가진 서비스를 다른 기기가 자동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UPnP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사

용자는 단지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만 시켜주면 기존에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기기들이 자동으로 새로 추가된 기기를 발

견하여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므로 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정하는데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UPnP는 IP, TCP, UDP, HTTP, XML과 같은 기존의 프로토콜들을 사용한다. 유선 또는 무선 프로토콜에 기반을 두고 있

으며 디바이스간에 교환하는 데이터는 XML로 표현되고, HTTP를 통해서 통신한다. IP 네트워킹을 채택한 이유는 다른 물

리적 미디어로 확장이 용이하며 실제 복수 벤더간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며 인터넷과 많은 가정 및 사무실의 인트라

넷과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브릿징을 통해서, non-IP 프로토콜을 올린 미디어를 수용한다.

도 3는 UPnP의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UPnP 디바이스 아키텍쳐(UPnP device architecture)는 컨트롤 포인

트와 피제어 기기들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디스커버리, 디스크립션, 컨트롤, 이벤팅,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UPnP 디바이스 아키텍쳐는 도 3와 같은 프로토콜 스택 구조를 갖는다.

최상위 "UPnP vendor" 계층은, 각 기기에 대한 UPnP 제조자 특정 정보(vendor-specific information)를 포함한다. 그 다

음 "UPnP Forum" 계층은 UPnP 포럼에 의하여 정의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다음 "UPnP Device Architecture" 계층 이

하에는 SSDP, GENA, SOAP 등 UPnP에 특화된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여기서,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는 네트워크상의 서비스를 찾기 위한 프로토콜이며, GENA(General

Event Notification Architecture)는 한 디바이스의 상태가 변했을 때 이를 다른 디바이스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토콜이며,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은 한 디바이스가 다른 디바이스에게 제어 명령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콜이다. 이러한 프로토콜에 따른 메시지들은 UDP 상에서 동작하는 멀티캐스트(multicast) 또는 유니캐스트(unicast)

HTTP, 또는 TCP 상에서 동작하는 표준 HTTP를 통하여 전송된다. 최종적으로 모든 메시지들은 IP를 통하여 전송된다.

UPnP에서 디바이스 간에 주고 받는 정보는 XML로 표현되며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UPnP를 통한 디바이

스 간의 통신은 디스커버리 단계, 디스크립션 단계, 컨트롤 단계, 이벤팅 단계, 및 프리젠테이션 단계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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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컨트롤 포인트(UPnP 디바이스의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들을 찾고 서비스

들은 컨트롤 포인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UPnP는 SSDP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이는 발견을 위해서 멀티캐스트 UDP

상에서 동작하는 HTTP와 발견에 대한 응답을 위한 유니캐스트 UDP 상에서 동작하는 HTTP로 이루어진다. SSDP 프로

토콜에서 발견 메시지는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상의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는 디바이스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효율성

을 위해서 멀티캐스트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일단 컨트롤 포인트가 서비스를 찾으면 TCP 상의 HTTP를 통해서 기술 문서를 요청하고 수신하는 디스크립션 단계를 수

행한다. 이는 표준 HTTP GET 명령을 통해서 수행된다. 디바이스에 대한 UPnP 기술 문서는 XML로 표현되며 모델명, 모

델 번호, 시리얼 번호, 제조자명, 벤더 종속적인 웹사이트의 URL 등과 같은 벤더에 종속적인 정보와 제조자의 정보도 포함

한다. 또한 기술 문서는 제어, 이벤팅,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뿐만 아니라 내장된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의 리스트도 포함한

다. 각 서비스에 대한 기술 문서는 그 서비스가 응답할 명령(또는 액션), 각 명령에 대한 매개변수 리스트를 포함한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기술 문서는 변수 리스트를 포함하며 변수들은 런타임 때 서비스의 상태를 나타낸다.

컨트롤 포인트가 디바이스의 기술 문서를 가져온 후 컨트롤 포인트는 디바이스의 서비스에게 명령을 보낼 수 있는데, 이것

이 바로 컨트롤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컨트롤 포인트는 서비스의 제어 URL로 적합한 제어 메시지를 보낸다. 제어 메시지

는 XML로 표현되며, SOA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함수 호출처럼 제어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서 서비스는 명령에 종속적

인 값을 반환한다. 서비스의 런타임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값이 변화됨으로써 명령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후 이벤팅 단계와, 프리젠테이션 단계가 더 포함될 수 있지만 이들 단계는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 단계

는 아니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이벤팅 단계는 GENA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프리젠테이션 단계는 TCP 기

반 일반 HTTP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1 실시예

제1 실시예는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 재생장치가 자신이 선택된 것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기기 알림(device

notification)을 취하는 경우이다. 도 4는 이러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와 컨텐츠 재생장치들(200A, 200B, 200C)간에 디스커버리(discovery) 과정을 수행

한다(S11). 그리고,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는 컨텐츠 재생장치(200A, 200B, 200C)에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요청하고(S12), 컨텐츠 재생장치들(200A, 200B, 200C)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한다(S13). 이러한 디스크립션은 XML

로 표현되며, 컨텐츠 재생장치의 모델명, 모델번호, 시리얼 번호, 제조자 번호, 제조자의 URL, 제품의 URL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는 이러한 디스크립션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등)를 재생할 수 있는 컨텐츠 재생장치를 식별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컨텐츠 재생장치 1(120), 컨텐츠 재생장치 2

(130), 및 컨텐츠 재생장치 3(140) 모두가 상기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예로 하여 설명한다.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는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 리스

트"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S14). 도 5는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

에 부착된 디스플레이부(110)에 표시되는 기기 리스트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디스플레이부(110)에는 컨텐츠 재생장치들

(200A, 200B, 200C)에 대한 리스트가 표시되는데, 각 항목은 컨텐츠 재생장치의 모델명, 시리얼 번호, 제조자명 또는 이

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항목이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UPnP 네트워크 상에 존

재하는 하나의 컨텐츠 재생장치에 대응되기는 하지만, 사용자는 어떤 항목이 어떤 컨텐츠 재생장치와 대응되는지 알기는

어렵다. 물론, 가정과 같이 간단한 UPnP 네트워크에서는, 제품명, 제조자명 등 디스크립션에 표시되는 식별 명칭에 의하

여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기기들이 결합되거나 분리되는 일반적인 "Ubiquitous 환경"에 놓여 있는 UPnP 네트워크

에서는 그 식별이 보다 어렵게 된다.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기기 리스트에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

되는 컨텐츠 재생장치에 전송한다(S15).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가 갖고 있는 버튼(미도시

됨), 또는 펜 입력 장치(미도시됨) 등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컨텐츠 재생장치 1(120)은 기기 알림을 수행한다(S16). 여기서, "기기 알림(device

notification)" 이란 상기 기기 리스트의 특정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식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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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기 알림은 컨텐츠 재생장치의 사양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게 될 수 있는데, 오디오 재생 장치인 경

우 특정 음향 효과를 통하여 동작될 수 있고, 비디오 재생장치인 경우 화면에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특정 메시지 박스, 이미

지, 또는 화면 깜빡임 등의 시각 효과를 통해 동작될 수 있다. 사용자는 컨텐츠 재생장치가 수행하는 기기 알림을 통해 기

기 리스트 중 현재 선택한 항목에 대응되는 재생장치를 인지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인지된 컨텐츠 재생장치가 사용자가 재생을 원하는 장치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는 기기 리스트의 다른 항목

을 선택하여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가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다른 컨텐츠 재생장치에 전송한다(S17). 그러면 기

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전송 받은 컨텐츠 재생장치는 기기 알림을 수행한다(S18).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는 결국 자신이 재생을 원하는 컨텐츠 재생장치에 해당되는 항목을 발견하게 되고, 상기 발

견된 항목을 선택하여 컨텐츠 재생 명령을 전송한다(S19). 상기 컨텐츠 재생 명령은 SOAP 프로토콜을 통하여 전달된다.

그러면,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 즉 사용자가 재생을 원하는 컨텐츠 재생장치는 상기 컨텐츠를 재

생한다. 이러한 컨텐츠 재생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운로드 후 재생하는 방식과 실시간 스트림을 수신하여 재생하는

방식이 있다.

상기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의 구조는 도 6에 예시하는 바와 같다.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50)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기의

주소가 기록되는 Source Device Address 필드(51)와,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기의 주소가 기록되는

Destination Device Address 필드(52)와,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명령이 기록되는 Notification Request Message 필드

(54)를 적어도 포함하며, 상기 필드(54)의 크기를 나타내는 Length 필드(53)를 더 포함할 수 있다. UPnP 네트워크에서 기

기의 주소는 IP 주소를 사용한다. 그리고,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명령은 기기간에 미리 약속된 명령 코드의 형태로 기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의 구성은 도 7에 도시된다.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는

사용자 입출력 모듈(120)과, 컨텐츠 저장 모듈(130)과, UPnP 모듈(140)과, 제어 모듈(150)과,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 생

성 모듈(160)과, 송수신 모듈(17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 입출력 모듈(120)은 소정의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컨텐츠 재생장치의 리스트(기기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표시

하고, 사용자로부터 상기 리스트 중의 하나의 항목을 선택 받는다.

컨텐츠 저장 모듈(130)은 컨텐츠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 재생장치에 상기 저장된 컨텐츠를 제공한다.

UPnP 모듈(140)은 UPnP 표준에 따라서 컨텐츠 재생장치(200)와 디스커버리, 디스크립션, 또는 컨트롤 과정을 수행한다.

제어 모듈(15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내의 다른 모듈의 동작을 제어한다.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 생성 모듈(160)은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 재생장치에 전송할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생성한다.

송수신 모듈(170)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송수신 모듈은 이더넷(ethernet), 무선랜 표준

(IEEE 802.11 계열), 블루투스, 무선 PAN 표준(IEEE 802.15.3) 등 다양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재생장치(200)의 구성은 도 8에 도시된다. 컨텐츠 재생장치(200)는 컨텐츠 표

시 모듈(220)과, 컨텐츠 재생 모듈(230)과, UPnP 모듈(240)과, 제어 모듈(250)과, 기기 알림 수행 모듈(260)과, 송수신

모듈(27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컨텐츠 재생 모듈(23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로부터 제공되는 컨텐츠를 디코딩하여 재생한다. 컨텐츠 디코딩 방

식은 컨텐츠의 포맷에 따르는데, MPEG-2, MP3, JPEG 등 다양한 인코딩 포맷에 맞는 디코딩 방식을 선택한다.

컨텐츠 표시 모듈(220)은 상기 재생되는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비디오 또는 이미지의 경우 LCD, CRT, PDP 등

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오디오의 경우 A/V 리시버 등의 음향 장치로 구현된다.

UPnP 모듈(240)은 UPnP 표준에 따라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와 디스커버리, 디스크립션, 또는 컨트롤 과정을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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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듈(250)은 컨텐츠 재생장치(200)내의 다른 모듈의 동작을 제어한다.

기기 알림 수행 모듈(26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로부터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50)를 수신하여 기기 알림 동작

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기 알림 동작은 컨텐츠 재생장치의 사양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게 될 수 있는데, 오디오 재생 장치인

경우 특정 음향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고, 비디오 재생장치인 경우 화면에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특정 메시지 박스, 이미지,

또는 화면 깜빡임 등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송수신 모듈(270)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송수신 모듈(27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

의 송수신 모듈(170)과 호환된다.

제2 실시예

제2 실시예는 사용자가 컨텐츠 재생장치의 특정 기능을 동작(activation)시켜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가 컨텐츠 재생장

치로부터 전송된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도 9은 이러한 제2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와 컨텐츠 재생장치들(400A, 400B, 400C)간에 디스커버리(discovery) 과정을 수행

한다(S21). 그리고,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는 컨텐츠 재생장치(200A, 200B, 200C)에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요청하고(S22), 컨텐츠 재생장치들(200A, 200B, 200C)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한다(S23).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는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 리스

트"를 생성하고 이를 도 5와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S24).

그러면, 사용자는 자신이 재생을 원하는, 즉 자신이 선택한 컨텐츠 재생장치가 생성된 기기 리스트 중에서 어떤 항목에 대

응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상기 선택된 컨텐츠 재생장치(400B)가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에

전송하도록 하는 사용자 명령, 즉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의 전송 명령을 입력한다(S25). 이와 같이 사용자 명령을 입력 받

는 방법으로는, 컨텐츠 재생장치(400B)에 구비된 특정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로부터

원격 명령을 수신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컨텐츠 재생장치(400B)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서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

(300)에 전송한다(S26). 이와 같은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는 도 6와 같이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가 메시지를 전송

하는 경우의 포맷과 동일한 포맷을 가질 수 있지만, 이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포맷을 가질 수도 있다.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는 상기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에 따라서 기기 알림을 수행한다(S27).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

치(300)가 수행하는 기기 알림 과정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의 디스플레이(310)에 나열되어 있는 기기 리스트

(311, 312, 313)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 재생장치(400B)에 대응되는 항목(313)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도 10와 같이 이러한 기기 리스트의 항목(313)에 시각적 표시(314)을 나타내거나, 음

향을 통하여 어떤 항목이 선택되었음을 알리는 방법(음향적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는 결국 자신이 재생을 원하는 컨텐츠 재생장치에 해당되는 항목을 발견하고, 상기 발견된

항목을 선택하여 컨텐츠 재생 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S28). 그러면,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 즉 사

용자가 재생을 원하는 컨텐츠 재생장치는 상기 컨텐츠를 재생한다. 이러한 컨텐츠 재생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운로

드 후 재생하는 방식과 실시간 스트림을 수신하여 재생하는 방식이 있다.

도 9의 설명에서 기기 리스트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S24)은 생략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기 리

스트를 통한 기기 알림 과정(S27)을 수행할 때 비로소 기기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선택된 항목을 표시

하여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의 구성은 도 11에 도시된다.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는

사용자 입출력 모듈(320)과, 컨텐츠 저장 모듈(330)과, UPnP 모듈(340)과, 제어 모듈(350)과, 기기 알림 수행 모듈(360)

과, 송수신 모듈(37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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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출력 모듈(320)은 소정의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컨텐츠 재생장치의 리스트(기기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표시

하고, 사용자로부터 상기 리스트 중의 하나의 항목을 선택 받는다.

컨텐츠 저장 모듈(330)은 컨텐츠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 재생장치에 상기 저장된 컨텐츠를 제공한다.

UPnP 모듈(340)은 UPnP 표준에 따라서 컨텐츠 재생장치(400)와 디스커버리, 디스크립션, 또는 컨트롤 과정을 수행한다.

제어 모듈(35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내의 다른 모듈의 동작을 제어한다.

기기 알림 수행 모듈(360)은 컨텐츠 재생장치(400)로부터 전달되는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에 따라서 기기 알림을 수행한

다(S27). 상기 기기 알림 과정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의 디스플레이(310)에 나열되어 있는 기기 리스트(311,

312, 313)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컨텐츠 재생장치(400B)에 대응되는 항목(313)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

행된다.

송수신 모듈(370)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송수신 모듈은 이더넷(ethernet), 무선랜 표준

(IEEE 802.11 계열), 블루투스, 무선 PAN 표준(IEEE 802.15.3) 등 다양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재생장치(400)의 구성은 도 12에 도시된다. 컨텐츠 재생장치(400)는 컨텐츠 표

시 모듈(420)과, 컨텐츠 재생 모듈(430)과, UPnP 모듈(440)과, 제어 모듈(450)과, 기기 알림 수행 모듈(460)과, 송수신

모듈(470), 및 사용자 명령 입력 모듈(48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컨텐츠 재생 모듈(43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로부터 제공되는 컨텐츠를 디코딩하여 재생하며, 컨텐츠 표시 모듈

(420)은 상기 재생되는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UPnP 모듈(440)은 UPnP 표준에 따라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와 디스커버리, 디스크립션, 또는 컨트롤 과정을 수

행한다. 그리고, 제어 모듈(450)은 컨텐츠 재생장치(400)내의 다른 모듈의 동작을 제어한다.

사용자 명령 입력 모듈(480)은 컨텐츠 재생장치(400B)가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에 전송

하도록 하는 사용자 명령을 입력 받는다. 사용자 명령을 입력 받는 방법으로는, 컨텐츠 재생장치(400B)에 구비된 특정 버

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로부터 원격 명령을 수신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 생성 모듈(460)은 상기 사용자 명령에 따라서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50)를 생성하고 이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에 전송한다. 이와 같은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50)는 도 6와 같이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100)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의 포맷과 동일한 포맷을 가질 수 있지만, 이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포맷을 가질 수도 있다.

송수신 모듈(470)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송수신 모듈(47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300)

의 송수신 모듈(370)과 호환된다.

제3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제3 실시예는,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 재생장치(600)가 소정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자신의 기기 정

보(device information)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에 전달해 주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디스커버리 또는 디스크

립션 과정 없이,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가 컨텐츠 재생장치(500)를 곧바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도 13은 이러한 제3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제3 실시예는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와는 달리 디스커

버리 및 디스크립션 과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와 컨텐츠 재생장치(600) 간에 디스

커버리 및 디스크립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작될 수 있다.

먼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는 소정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를 컨텐츠 재생장치(600)

에 전송한다(S31). 상기 소정의 통신 인터페이스는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다양한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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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60)의 구성은 도 14에 도시된다. 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60)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기, 즉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의 주소(예를 들어, IP 주소)가 기록되는 Source Device Address 필드(61)와, 기기 결합을 요청하

는 명령이 기록되는 Device Association Request Message 필드(63)를 적어도 포함하며, 상기 필드(63)의 크기를 나타내

는 Length 필드(62)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기기 결합을 요청하는 명령은 기기간에 미리 약속된 명령 코드의 형태로 기록될

수 있다.

컨텐츠 재생장치(600)는 전송된 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에 따라서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를 생성한다(S32).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70)의 구성은 도 15에 도시된다.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70)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기, 컨텐츠 재

생장치(600)의 주소가 기록되는 Source Device Address 필드(71)와, 기기 결합에 응답하여 컨텐츠 재생장치(600)의 "디

스크립션"이 기록되는 Device Association Information 필드(73)를 적어도 포함하며, 상기 필드(73)의 크기를 나타내는

Length 필드(72)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 및 컨텐츠 재생장치(600)는 이미 UPnP 표준을 준수

하는 기기이므로, 상기 컨텐츠 재생장치(600)의 디스크립션은 UPnP 표준에서 정의하는 형태로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컨텐츠 재생장치(600)는 생성된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70)를 상기 소정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휴대용 컨텐츠 관리

장치(500)에 전송한다. 그러면,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는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70)에 포함된 디스크립션을 해석

한다(S34).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는 컨트롤 포인트 역할을 담당하므로, 디스크립션을 수신한 이후에는 컨텐츠 재

생장치(600)에 대한 각종 UPnP 컨트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는 상기 해석된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컨텐츠 재생 명령을 컨텐츠 관리장치(600)에 전송한

다(S35). 상기 컨텐츠 재생 명령은 SOAP 프로토콜을 통하여 전달된다.

그러면,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 즉 사용자가 재생을 원하는 컨텐츠 재생장치는 상기 컨텐츠를 재

생한다. 이러한 컨텐츠 재생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운로드 후 재생하는 방식과 실시간 스트림을 수신하여 재생하는

방식이 있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의 구성은 도 16에 도시된다.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는

단거리 통신 모듈(520)과, 컨텐츠 저장 모듈(530)과, UPnP 모듈(540)과, 제어 모듈(550)과, 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 생성

모듈(560)과, 송수신 모듈(57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컨텐츠 저장 모듈(530)은 컨텐츠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 재생장치에 상기 저장된 컨텐츠를 제공한다. 그리

고, UPnP 모듈(540)은 UPnP 표준에 따라서 컨텐츠 재생장치(600)와 디스커버리, 디스크립션, 또는 컨트롤 과정을 수행

한다. 제어 모듈(55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내의 다른 모듈의 동작을 제어한다.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 생성 모듈(560)은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 재생장치에 전송할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단거리 통신 모듈(520)은 상기 생성된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거리 통신 모듈(520)은 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다양한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구현될 수 있다.

송수신 모듈(570)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기기 알림 요청 메시지를 제외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송수신 모듈

은 이더넷(ethernet), 무선랜 표준(IEEE 802.11 계열), 블루투스, 무선 PAN 표준(IEEE 802.15.3) 등 다양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재생장치(600)의 구성은 도 17에 도시된다. 컨텐츠 재생장치(600)는 컨텐츠 표

시 모듈(620)과, 컨텐츠 재생 모듈(630)과, UPnP 모듈(640)과, 제어 모듈(650)과,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 생성 모듈(660)

과, 송수신 모듈(67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컨텐츠 재생 모듈(63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로부터 제공되는 컨텐츠를 디코딩하여 재생하고, 컨텐츠 표시 모듈

(620)은 상기 재생되는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UPnP 모듈(640)은 UPnP 표준에 따라서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와 디스커버리, 디스크립션, 또는 컨트롤 과정을 수

행한다. 그리고, 제어 모듈(650)은 컨텐츠 재생장치(600)내의 다른 모듈의 동작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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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 생성 모듈(66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로부터 수신된 기기 결합 요청 메시지(60)에 응답

하여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70)를 생성한다. 기기 결합 응답 메시지는 컨텐츠 재생장치(600)의 "디스크립션"을 포함한다.

이러한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에서 컨텐츠를 컨텐츠 관리장치(600)에서 재생하기 위한 명

령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디스크립션은, 예를 들어, 컨텐츠 재생장치(600)의 모델명, 모델 번호, 시리얼 번호, 제조자명, 벤더 종속적인 웹사이트의

URL 등과 같은 벤더에 종속적인 정보와 제조자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 및 컨텐츠 재생장

치(600)는 이미 UPnP 표준을 준수하는 기기이므로, 상기 컨텐츠 재생장치(600)의 디스크립션은 UPnP 표준에서 정의하

는 형태로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거리 통신 모듈(68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의 단거리 통신 모듈(520)과 호환된다. 따라서,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다양한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구현될 수 있다.

송수신 모듈(670)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기기 알림 응답 메시지(70)를 제외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송수신

모듈(670)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500)의 송수신 모듈(570)과 호환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모듈(module)"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software component) 또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또는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과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hardware

component)를 의미하며, 모듈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

는 아니다. 모듈은 어드레싱(addressing)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

들을 실행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들, 클래스(class)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task)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processes), 함수들

(functions), 속성들(properties), 프로시저들(procedures), 서브루틴들(sub-routines), 프로그램 코드(program code)의

세그먼트들(segments), 드라이버들(drivers), 펌웨어(firmwares), 마이크로코드(micro-codes), 회로(circuits), 데이터

(data), 데이터베이스(databases), 데이터 구조들(data structures), 테이블들(tables), 어레이들(arrays), 및 변수들

(variables)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은 통신 시스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들을 실행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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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야 한다.

발명의 효과

기존의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들 사이의 통신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특정 장치로부터 연결하고자 하는 장치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및 디스크립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장치가 UPnP 실제로 어떠한 장치

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사용자가 알기는 어렵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장치가 실제로 어떠한 장치

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알고 있는 특정 컨텐츠 재생장치에 곧바로 컨텐츠를 재생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네트워크로부터 재생장치

에 대한 별도의 디스커버리 및 디스크립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에 저장된 컨텐츠를 상기 특정

컨텐츠 재생장치를 통하여 재생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기기가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들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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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휴대용 기기가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에 대한 기기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기기 리스트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 받는 단계와,

상기 휴대용 기기가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에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메시지를 전송 받은 컨텐츠 재생기기가 특정 음향 효과 또는 특정 시각 효과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기기 알림을 수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는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기의 주소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기의 주소와,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4.

휴대용 기기가 복수의 컨텐츠 재생장치들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휴대용 기기가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에 대한 기기 리스트를 휴대용 컨텐

츠 관리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장치 중 하나의 컨텐츠 재생장치가 사용자로부터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의 전송 명령을 입

력 받고, 상기 전송 명령에 따라서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상기 휴대용 기기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휴대용 기기가 상기 메시지에 따라서 상기 기기 리스트 중 상기 메시지를 전송한 컨텐츠 재생장치에 대응되는 항목에

식별 표시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는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기의 주소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기의 주소와,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표시는 시각적 표시 또는 음향적 표시 중 적어도 하나인,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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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는,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들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

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에 대한 기기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기

기 리스트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 받아,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에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컨텐츠 재생장치가 상기 전송된 메시지에 따라 특정 음향 효과 또는 특정 시각 효과 중 적어

도 하나를 통하여 기기 알림을 수행하는, 특정 컨텐츠 재생기기를 통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3.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와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장치 중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컨텐츠 재생장치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

시지의 전송 명령을 입력 받아 기기 알림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상기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에 전송하고,

상기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는,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장치들로부터 디스크립션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디스크립션

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컨텐츠 재생 장치에 대한 기기 리스트를 휴대용 컨텐츠 관리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

이하며, 상기 전송된 메시지에 따라서 상기 기기 리스트 중 상기 메시지를 전송한 컨텐츠 재생장치에 대응되는 항목에 식

별 표시를 하는, 특정 컨텐츠 재생기기를 통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4.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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