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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간편하게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CE(Consumer Electric) 디바이스들에 간편하게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발명에 따

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은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export)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면, 이 요청에 따라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를 익스포트함으로서 사용자는 종래와 같이 리모콘 등과 같은 간단한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및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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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a) 웹 페이지를 표시한 제 1 디바이스는 상기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

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제 1 디바이스는 상기 수신된 요청에 따라 상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제2 디바이스로 상기 사용자 컨텍스

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상기 (b)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의 URL 및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컨텍스

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상기 (b) 단계의 수행을 나타내는 링크가 클릭되는 것에 의

하여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의 목록을 표시하고, 상기 디바이스의 목록 중에서 상기 제 2 디바이스를 선택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5.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

는 웹 브라우저; 및

상기 웹 브라우저에 수신된 요청에 따라 상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

트하는 익스포트부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상기 익스포트부는 상기 웹 페이지의 URL 및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컨텍

스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제 3 항, 또는 제 4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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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a)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제 1 디바이스는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한 제 2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

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단계; 및

(b) 상기 제 1 디바이스는 상기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상기 (b)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의 URL 및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페이지 표시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 페이지의 목록 중 상기 웹 페이지가 선택되면, 상기 웹

페이지의 URL을 갖는 웹 서버에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 요청을 하고,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에 해

당하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페이지 표시 방법.

청구항 10.

웹 페이지를 표시한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임포트부; 및

상기 임포트부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상기 임포트부는 상기 웹 페이지의 URL 및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페이지 표시

장치.

청구항 11.

제 7 항 또는 제 9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

록매체.

청구항 12.

(a) 웹 페이지를 표시한 제 1 디바이스는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

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b) 상기 제 1 디바이스는 상기 수신된 요청에 따라 상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제 2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버로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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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상기 (b)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의 URL 및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상기 (b) 단계의 수행을 나타내는 링크가 클릭되는 것에 의

하여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

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디어 서버의 목록을 표시하고, 상기 미

디어 서버의 목록 중에서 상기 미디어 서버를 선택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

법.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DIDL(Digital Item Declaration) 라이트 문자열로 변환하고, 상기 컨텐트 디

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크리에이트 오브젝트(CreateObject) 액션을 호출함으로서 익스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7.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

는 웹 브라우저; 및

상기 웹 브라우저에 수신된 요청에 따라 상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버로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UPnP CP 스택을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상기 UPnP CP 스택은 상기 웹 페이지의 URL 및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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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 또는 제 14 항 내지 제 16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19.

(a) 웹 페이지를 표시한 제 1 디바이스는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제 2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버로부터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단계; 및

(b) 상기 제 1 디바이스는 상기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상기 (a)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의 URL 및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PnP 기반의 웹

페이지 표시 방법.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웹 페이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 페이지의 목록 중 상기 웹 페이지가 선택되면, 상기 웹

페이지의 URL을 갖는 웹 서버에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 요청을 하고,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에 해

당하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을 UPnP 기반의 웹 페이지 표시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의 브라우즈 액션 및 서치 액션을 호출하고, 상기 호출에 대한 반환으로서 상

기 미디어 서버로부터 상기 웹 페이지의 URL 및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PnP 기반

의 웹 페이지 표시 방법.

청구항 23.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버로부터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UPnP CP 스택; 및

상기 UPnP CP 스택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

고,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상기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상기 UPnP CP 스택은 상기 웹 페이지의 URL 및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PnP 기

반의 웹 페이지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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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9 항, 제 21 항, 또는 제 22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CE(Consumer Electric) 디바이

스들에 간편하게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홈 네트워크가 일반화됨에 따라 PC(Personal Computer) 뿐만 아니라 DTV 등과 같은 CE 디바이스들도 홈 네트워

크 접속 기능을 구비하고 있고, 이러한 CE 디바이스들을 이용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 1은 종래의 홈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홈 네트워크 환경은 웹 서버(11), PC(12) 및 DTV(Digital Television)(13)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PC(12)를 이용하여 웹 서버(11)의 웹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PC(12)의 키보드 및 마우스 등과 같은 입력 도구

를 사용하여 이 웹 서비스를 나타내는 웹 페이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입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웹

서비스가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웹 페이지에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가 DTV(13)을 이용하여 웹 서버(11)의 웹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DTV(13)의 리모콘 등과 같은 간단한 입

력 도구를 사용하여 이 웹 서비스를 나타내는 웹 페이지의 URL을 입력하여야 하고, 이 웹 페이지에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리모콘은 DTV(13)의 채널 변경, 화면 조정, 소리 조정 등과 같은 매우 단순한 입력 작업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의 URL 등과 같은 텍스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웹 서비스를 단순화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웹 서비

스에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DTV 등과 같은 CE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리모콘 등과 같은 간단한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URL 및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

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상기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

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은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export)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요

청에 따라 상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장치는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통하여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웹 브라우저; 및 상기 웹 브

라우저에 수신된 요청에 따라 상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익

스포트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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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웹 페이지 표시 방법은 웹 페이지를 표시한 디바이스로부터 상

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import)하는 단계; 및 상기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

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웹 페이지 표시 장치는 웹 페이지를 표시한 디바이스로부터 상

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임포트부; 및 상기 임포트부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된 웹 페이지 표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UPnP(Universal Plug and Play)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은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

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요청에 따라 상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버로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장치는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하는 웹 브라우

저; 및 상기 웹 브라우저에 수신된 요청에 따라 상기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

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버로 상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UPnP CP 스택을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된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을 컴퓨터

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UPnP 기반의 웹 페이지 표시 방법은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

는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버로부터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단계; 및 상기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UPnP 기반의 웹 페이지 표시 장치는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

는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버로부터 상기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하는 UPnP CP 스택; 및 상기 UPnP CP 스택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웹 페이지를 표시하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기된 UPnP 기반의 웹 페이지 표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

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환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환경은 웹 서버(21), PC(22) 및 DTV(23)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PC(12)를 이용하여 웹 서버(11)의 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PC(12)의 키보드 및 마우스 등과 같은 입력 도

구를 사용하여 웹 서버(21)의 웹 서비스를 나타내는 웹 페이지의 URL을 입력하고, 이 웹 페이지에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입력한 경우, 사용자 컨텍스트(context) 정보가 발생한다. 즉,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란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

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하며, 웹 페이지 별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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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간단한 키 조작을 통하여 PC(12)에 저장된 이와 같은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DTV(23)로

익스포트함으로서 사용자가 DTV(13)을 이용하여 웹 서버(11)의 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종래와 같이 리모콘 등과

같은 간단한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URL 및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PC(22) 및 DTV(23)의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PC(22)는 웹 브라우저(221), 익스포트부(222) 및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생성부(223)

로 구성됩니다.

웹 브라우저(221)는 웹 페이지를 표시하고,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웹 브라우저(221)는 웹 페이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익스포트부(222)를 나타내는 링크를 웹 페이지 상에 표시하고, 사용자에 의해 이 링크가 클릭되는 것에 의하여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221)는 웹 페이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익스포트부(222)를 나타내는 링크가 클릭되면, 웹 페이

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익스포트부(222)를 인식하고 실행함으로서 상기된 요청을 처리한다. 즉, 웹 브라우저

(221)는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

하면, 익스포트부(222)에 의해 검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의 목록을 웹 페이지 상에 표시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221)는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디바이스의 목록 중에서 어느 하나의 디바이스로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즉, 웹 브라우저(221)는 웹 페이지 상에 표시된

디바이스 목록 중 사용자에 의해 어느 하나의 디바이스가 클릭되는 것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디바이스에 대한 선택을 받는

다.

또한, 웹 브라우저(221)는 익스포트부(222)에서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익스포트가 완료되면, 웹 페이지 상에 웹 페이지

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익스포트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한다.

본 실시예에서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하

며, 웹 페이지 별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존재한다.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의 일례로 웹 페이지가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

는 경우에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들 수 있다.

익스포트부(222)는 웹 브라우저(221)를 통하여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이 수신되

면, 웹 브라우저(221)에 의해 표시된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를 PC(22)가 위치한 홈 네

트워크에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웹 브라우저(221)에 출력한다.

또한, 익스포트부(222)는 웹 브라우저(221)를 통하여 어느 하나의 디바이스, 예를 들어 DTV(83)가 선택되면, 사용자 컨

텍스트 정보 생성부(223)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DTV(83)로 익스포트한다. PC(22)와 DTV(23)는 화면

의 규격, 해상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PC(22)에 표시된 웹 페이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DTV(23)가 동일한 웹 페이지를 표시

할 수는 없다. 즉,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에 대해서 이종의 디바이스들마다의 웹 페이지 URL이 존재한다. 따라서, 익스포

트부(222)는 DTV(83)용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한다.

특히, 익스포트부(222)는 웹 브라우저(221)에 의해 표시되는 웹 페이지 내에 플러그인(plug in) 형태로 설치된다. 웹 페이

지의 작성 언어인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규격에 따르면,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웹 페이지에 자유롭게 삽

입될 수 있다. 웹 브라우저(221)는 웹 페이지에 삽입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실행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웹 브라우저(221)에 의해 표시된 웹 페이지의 일부 문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웹 페이지의 일부 문서는 HTML를 사용하여 익스포트부(222)에 해당하는 플러그인 오브젝트를 정의한 부

분이다. 특히, VALUE=URL_of_URL_Context에는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용 웹 페이지의 URL이 기록된

다. 즉,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DTV(23)라면, VALUE=URL_of_URL_Context에는 DTV(23)용 웹 페이

지의 URL이 기록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익스포트부(222)의 기능을 나타내는 의사 코드 문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의사 코드 문서는 의사 코드를 사용하여 익스포트부(222)의 디바이스 검색 결과 출력 기능 및 사용자 컨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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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익스포트 기능을 작성한 것이다. 특히, DeviceList = plugin.GetDeviceList()는 플러그인의 형태로 디바이스 검색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electedDevice = showDeviceList()는 웹 브라우저(221)에 디바이스 검색 결과를 출력

하고, 웹 브라우저(221)로부터 어느 하나의 디바이스로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익스포트 요청을 수신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plugin.Export(selectedDevice, selectedURL, title)는 플러그인 형태로 어느 하나의 디바이스로의 사용자 컨텍

스트 정보 익스포트를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생성부(223)는 웹 브라우저(221)에 의해 표시된 웹 페이지로부터 이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

에 의해 발생된 정보를 추출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본 실시예를 따르는 디바이스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된 포맷

으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생성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에 도시된 URL 필드

는 웹 페이지의 URL을 나타내기 위한 필드이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Title 필드, Comment 필드 및 Version 필드는 사용

자 컨텍스트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필드들이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Icon 필드 및 Icon@ProtocolInfo 필드는 아이콘을 나

타내기 위한 필드들이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StateValues 필드, StateValue 필드, StateValue@Name 필드 및

StateValue@Value 필드는 상태 변수들을 나타내기 위한 필드들이다. 여기에서, 상태 변수란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

동에 의해 발생된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의미하며,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DTV(23)는 임포트부(232),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파싱부(232),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233) 및 웹 브라우저(234)로 구성된다.

임포트부(231)는 웹 페이지를 표시한 PC(22)로부터 DTV(23)용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

트 정보를 임포트한다. 특히, PC(22)의 익스포트부(222)와 DTV(23)의 임포트부(231)는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를 기반으로 서로의 위치를 인식한다.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파싱부(232)는 임포트부(231)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파싱한다.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는 도 6에 도시된 포맷을 갖는다. 따라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파싱부(232)는 도 6에 도시된 포맷에 기초하여 임포

트부(231)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파싱함으로서 웹 브라우저(234)에 의해 인식 가능한 형태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획득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의 구성도이다. 도 7에 도시된 XML 문서는 사용자 컨

텍스트 정보 파싱부(232)에서의 파싱 결과에 기초하여 XML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이것이 웹 브라우저(234)에 제

공되게 된다.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233)는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파싱부(223)에 의해 파싱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저

장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233)는 웹 페이지의 URL 및 이것과 대응하도록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233)는 쿠키 형태로

웹 페이지의 URL 및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234)는 임포트부(221)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여 웹 페이지를 표시한다. 보다 상세

하게 설명하면, 웹 브라우저(234)는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233)에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파싱부(232)에 의

해 파싱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이외에 저장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

의 웹 페이지의 목록을 표시한다.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233)에 임포트부(221)에서의 현재 임포트로 인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이외에 그 이전의 임포트로 인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웹 브라우저(234)는 이

것을 포함하는 웹 페이지들의 목록을 표시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234)는 웹 페이지 목록 표시를 인지한 사용자에 의해 웹 페이지 목록 중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가 클릭

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에 대한 선택을 받는다. 또한, 웹 브라우저(234)는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가 선택되면,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233)에 저장된 웹 페이지의 URL을 갖는 웹 서버(21)에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233)에 저장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 요청을 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

(234)는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웹 서버(21)로부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데이터베이스(233)에 저장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표시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기반의 홈 네트워크 환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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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UPnP 기반의 홈 네트워크 환경은 웹 서버(81), PC(82), 미디어 서버(83) 및 DTV(84)

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PC(82)를 이용하여 웹 서버(81)의 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PC(12)의 키보드 및 마우스 등과 같은 입력 도

구를 사용하여 웹 서버(21)의 웹 서비스를 나타내는 웹 페이지의 URL을 입력하고, 이 웹 페이지에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입력한 경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발생한다. 즉,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란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에 의해

발생된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하며, 웹 페이지 별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존재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간단한 키 조작을 통하여 PC(82)에 저장된 이와 같은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미디어 서버

(83)로 익스포트하고, DTV(84)는 미디어 서버(83)로부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함으로서 사용자가 DTV(84)을

이용하여 웹 서버(81)의 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종래와 같이 리모콘 등과 같은 간단한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웹 페

이지의 URL 및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PC(82), 미디어 서버(83) 및 DTV(84)의 구성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PC(82)는 웹 브라우저(821), 익스포트부(822),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생성부(823) 및

UPnP CP 스택(824)으로 구성됩니다.

웹 브라우저(821)는 웹 페이지를 표시하고,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웹 브라우저(821)는 웹 페이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익스포트부(822)를 나타내는 링크를 웹 페이지 상에 표시하고, 사용자에 의해 이 링크가 클릭되는 것에 의하여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821)는 웹 페이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익스포트부(822)를 나타내는 링크가 클릭되면, 웹 페이

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익스포트부(822)를 인식하고 실행함으로서 상기된 요청을 처리한다. 즉, 웹 브라우저

(821)는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

하면, UPnP CP 스택(824)에 의해 검색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디어 서버의 목록을 웹 페이지 상에 표시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821)는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미디어 서버의 목록 중에서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

로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즉, 웹 브라우저(821)는 웹 페이지 상에 표

시된 미디어 서버 목록 중 사용자에 의해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가 클릭되는 것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에 대

한 선택을 받는다.

또한, 웹 브라우저(821)는 UPnP CP 스택(824)에서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익스포트가 완료되면, 웹 페이지 상에 웹 페

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익스포트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한다.

익스포트부(822)는 웹 브라우저(221)를 통하여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이 수신되

면, 미디어 서버의 검색을 UPnP CP 스택(824)에 요청한다. 또한, 익스포트부(822)는 웹 브라우저(221)를 통하여 어느 하

나의 미디어 서버, 예를 들어 미디어 서버(83)가 선택되면,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생성부(823)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컨텍

스트 정보를 미디어 서버(83)로 익스포트할 것을 UPnP CP 스택(824)에 요청한다. 이와 같이, 익스포트부(822)는 UPnP

CP 스택(824)이 UPnP에 따라 미디어 서버 검색 및 익스포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익스포트부(222)와는 달리 웹 브라우저

(221)로부터의 요청을 UPnP CP 스택(824)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다.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생성부(823)는 웹 브라우저(821)에 의해 표시된 웹 페이지로부터 이 웹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활동

에 의해 발생된 정보를 추출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본 실시예를 따르는 디바이스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된 포맷

으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생성한다.

UPnP CP 스택(824)은 익스포트부(822)로부터 미디어 서버 검색 요청을 수신하면, UPnP를 따르는 제어 포인트로서 웹

브라우저(821)에 의해 표시된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

하는 미디어 서버를 PC(82)가 위치한 홈 네트워크에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웹 브라우저(821)에 출력한다.

또한, UPnP CP 스택(824)은 익스포트부(822)로부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익스포트 요청을 수신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생성부(823)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DIDL(Digital Item Declaration) 라이트(Lite) 문자열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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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DIDL 라이트 문자열을 대상으로 미디어 서버(83)의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CreateObject) 액션을 호출함으로서 미디어 서버(83)로부터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디바이스, 예를 들면

DTV(84)용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미디어 서버(83)로 익스포트한다.

도 10-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DIDL 라이트 문자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에 도시된 DIDL 라이트

문자열은 DIDL 라이트에 새로운 타입으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정의함으로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DIDL 라이트 문

자열로 변환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고, 도 11에 도시된 DIDL 라이트 문자열은 DIDL 라이트의 desc 엘리먼트로 사용자 컨

텍스트 정보를 정의함으로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DIDL 라이트 문자열로 변환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미디어 서버(83)는 UPnP CD(Controlled Device) 스택(831) 및 CDS(Content

Directory Service) 모듈(832)로 구성된다.

UPnP CD(Controlled Device) 스택(831)은 PC(82)로부터 CDS 모듈(832)의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크리에이브

오브젝트 액션을 호출받으면, DIDL 문자열 형태의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

한다. CDS(Content Directory Service) 모듈(832)은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 기능을 지원한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DTV(84)는 웹 브라우저(841), 임포트부(842) 및 UPnP CP 스택(843)으로 구성된다.

웹 브라우저(841)는 웹 페이지를 표시하고,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디어 서버의 목록 표시 요청을 수신하면, UPnP CP 스택(843)에 의해 검색된 적어도 하나 이상

의 미디어 서버의 목록을 웹 페이지 상에 표시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841)는 웹 페이지 상에 표시된 미디어 서버 목록 중

사용자에 의해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가 클릭되는 것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에 대한 선택을 받는다.

또한, 웹 브라우저(841)는 UPnP CP 스택(843)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 페이지의 목록을 표시하고, 이 웹 페이지 목록 표시를 인지한 사용자에 의해 웹 페이지 목록 중 어

느 하나의 웹 페이지가 클릭되는 것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에 대한 선택을 받는다. 또한, 웹 브라우저(841)는 어

느 하나의 웹 페이지가 선택되면, 이 웹 페이지의 URL을 갖는 웹 서버(81)에 UPnP CP 스택(843)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 요청을 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841)는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웹 서버(21)

로부터 UPnP CP 스택(843)에 의해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웹 서비스를 이용

하여 웹 페이지를 표시한다.

임포트부(842)는 웹 브라우저(841)를 통하여 미디어 서버의 목록 표시 요청이 수신되면, 미디어 서버의 검색을 UPnP CP

스택(841)에 요청한다. 또한, 임포트부(842)는 웹 브라우저(841)를 통하여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 예를 들어 DTV(84)

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버(83)가 선택되면, 미디어 서버(83)로부터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임포트 요청을 UPnP CP 스택(841)에 한다. 이와 같이, 임포트부(842)는 UPnP CP 스택(843)이 UPnP에

따라 임포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임포트부(231)와는 달리 웹 브라우저(841)로부터의 요청을 UPnP CP 스택(843)에 전달

하는 역할만을 한다.

UPnP CP 스택(843)은 임포트부(842)로부터 미디어 서버 검색 요청을 수신하면, UPnP를 따르는 제어 포인트로서 웹 브

라우저(821)에 의해 표시된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 UPnP에 따른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

는 미디어 서버를 DTV(84)가 위치한 홈 네트워크에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웹 브라우저(841)에 출력한다.

또한, UPnP CP 스택(824)은 임포트부(842)로부터 미디어 서버(83)로부터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임포트 요청을 수신하

면,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대상으로 미디어 서버(83)의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의 브라우즈(Browse) 액션 및 서치

(Search) 액션을 호출하고, 이것에 대한 반환(return)으로서 미디어 서버(83)로부터 DTV(84)용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PC(22, 82) 상의 웹 페이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에 도시된 1201은 사

용자 로그인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이것으로부터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도 12에 도시된 1202는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려면 1202에 의해 지시되는 링

크를 클릭하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도 12에 도시된 1203은 1202에 의해 지시되는 링크 클릭 결과로서 출력되는 디바

이스 목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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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DTV(23, 84) 상의 웹 페이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은 기존 형태의

웹 페이지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14는 새로운 형태의 웹 페이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사용자는 리모콘 등을 사용한 간단한

입력 동작을 통해 도 13 및 도 14에 도시된 웹 페이지 목록 중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도 15는 어느 하나

의 웹 페이지를 선택된 경우, 미리 저장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기초하여 DTV(23, 84) 상에 표시되는 웹 페이지를 도

시한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송수신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송수신 과정은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에 해당하는 단

계들과 웹 페이지 표시 방법에 해당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은 도 3에

도시된 PC(22)에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 3에 도시된

PC(22)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본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에도 적용된다. 또한, 본 실시

예에 따른 웹 페이지 표시 방법은 도 3에 도시된 DTV(23)에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 3에 도시된 DTV(23)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본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에도 적용된다.

1601 단계에서 PC(22)는 웹 페이지를 표시하고, 웹 페이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익스포트부(222)를 나타내는 링

크를 웹 페이지 상에 표시한다.

1602 단계에서 사용자는 1601 단계에서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는 것에 의하여 1601 단계에서 표시된 웹 페이지에 대한 사

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전송한다.

1603 단계에서 PC(22)는 1603 단계에서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이 수신되면,

1601 단계에서 표시된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PC(22)가 위치한 홈 네트워크에서 검색한다.

1604 단계에서 PC(22)는 1603 단계에서 검색된 디바이스의 목록을 1601 단계에서 표시된 웹 페이지 상에 표시한다.

1605 단계에서 사용자는 1604 단계에서 표시된 디바이스 목록 중 어느 하나의 디바이스를 클릭하는 것에 의하여 어느 하

나의 디바이스를 선택한다.

1606 단계에서 PC(22)는 1605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디바이스, 예를 들어 DTV(23)가 선택되면, 1601 단계에서 표시된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이 DTV(23)으로 익스포트하고, 이에 따라 DTV(23)는

웹 페이지를 표시한 PC(22)로부터 DTV(23)용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

한다.

1607 단계에서 PC(22)는 웹 페이지 상에 1606 단계에서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익스포트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한다.

1608 단계에서 DTV(23)는 1606 단계에서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파싱하여 저장한다.

1609 단계에서 사용자는 1608 단계에서 저장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웹 페이지의 목록을 표시할 것을 요청한다.

1610 단계에서 DTV(23)는 1609 단계에서 웹 페이지 목록 표시 요청이 수신되면, 1608 단계에서 저장된 사용자 컨텍스

트 정보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웹 페이지의 목록을 표시한다. 1608 단계에서의 저장 시점

이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존재한다면, 1610 단계에서 DTV(23)는 이것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들

의 목록을 표시한다.

1611 단계에서 DTV(23)는 1610 단계에서의 웹 페이지 목록 표시를 인지한 사용자에 의해 웹 페이지 목록 중 어느 하나

의 웹 페이지가 클릭되는 것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에 대한 선택을 받는다.

1612 단계에서 DTV(23)는 1611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가 선택되면, 이 웹 페이지의 URL을 갖는 웹 서버(21)

에 1608 단계에서 저장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 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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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단계에서 DTV(23)는 1612 단계에서의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웹 서버(21)로부터 1608 단계에서 저장

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614 단계에서 DTV(23)는 1613 단계에서 제공받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표시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송수신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송수신 과정은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

보 제공 방법에 해당하는 단계들과 UPnP 기반의 웹 페이지 표시 방법에 해당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은 도 9에 도시된 PC(82)에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 9에 도시된 PC(82)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본 실시예에 따른 사용

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에도 적용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UPnP 기반의 웹 페이지 표시 방법은 도 9에 도시된

DTV(84)에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하 생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 9에 도시된 DTV

(84)에 관하여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본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제공 방법에도 적용된다.

1701 단계에서 PC(82)는 웹 페이지를 표시하고, 웹 페이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익스포트부(822)를 나타내는 링

크를 웹 페이지 상에 표시한다.

1702 단계에서 사용자는 1701 단계에서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는 것에 의하여 1701 단계에서 표시된 웹 페이지에 대한 사

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을 수신한다.

1703 단계에서 PC(82)는 1703 단계에서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익스포트하라는 요청이 수신되면,

1701 단계에서 표시된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미디어 서버(83)를 PC(22)가 위치한 홈

네트워크에서 검색한다.

1704 단계에서 PC(82)는 1703 단계에서 검색된 미디어 서버의 목록을 1601 단계에서 표시된 웹 페이지 상에 표시한다.

1705 단계에서 사용자는 1704 단계에서 표시된 미디어 서버 목록 중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를 클릭하는 것에 의하여 어

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를 선택한다.

1706 단계에서 PC(82)는 1705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 예를 들어 미디어 서버(83)가 선택되면,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DIDL(Digital Item Declaration) 라이트 문자열로 변환하고, 이

DIDL 라이트 문자열을 대상으로 미디어 서버(83)의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의 크리에이트 오브젝트(CreateObject)액션

을 호출함으로서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미디어 서버(83)로 익스포트한다.

1707 단계에서 PC(82)는 웹 페이지 상에 1706 단계에서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익스포트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한다.

1708 단계에서 미디어 서버(83)는 1706 단계에서의 크리에이브 오브젝트 액션 호출에 따라 DIDL 문자열 형태의 웹 페이

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한다.

1709 단계에서 사용자는 1708 단계에서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저장을 수행한 미디어 서버(83)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디어 서버의 목록을 표시할 것을 요청한다.

1710 단계에서 DTV(84)는 1709 단계에서 미디어 서버 목록 표시 요청이 수신되면, DTV(84)가 위치한 홈 네트워크에서

미디어 서버를 검색한다.

1711 단계에서 DTV(84)는 1710 단계에서 검색된 미디어 서버의 목록을 표시한다.

1712 단계에서 DTV(84)는 사용자는 1711 단계에서 표시된 미디어 서버 목록 중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를 클릭하는 것

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 예들 들어 미디어 서버(83)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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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단계에서 DTV(84)는 1712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미디어 서버, 예를 들어 미디어 서버(83)가 선택되면, 사용자 컨텍

스트 정보를 대상으로 미디어 서버(83)의 컨텐트 디렉토리 서비스의 브라우즈(Browse) 액션 및 서치(Search) 액션을 호

출한다.

1714 단계에서 DTV(84)는 1713 단계에서의 브라우즈 액션 및 서치 액션 호출에 따른 반환으로서 미디어 서버(83)로부

터 DTV(84)용 웹 페이지의 URL 및 이 웹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한다.

1715 단계에서 DTV(84)는 1714 단계에서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웹 페이지의 목록을 표시한다.

1716 단계에서 DTV(84)는 1715 단계에서의 웹 페이지 목록 표시를 인지한 사용자에 의해 웹 페이지 목록 중 어느 하나

의 웹 페이지가 클릭되는 것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에 대한 선택을 받는다.

1717 단계에서 DTV(84)는 1716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웹 페이지가 선택되면, 이 웹 페이지의 URL을 갖는 웹 서버(81)

에 1714 단계에서 임포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 요청을 한다.

1718 단계에서 DTV(84)는 1717 단계에서의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웹 서버(21)로부터 1714 단계에서 임포

트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에 특화된 웹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719 단계에서 DTV(84)는 1718 단계에서 제공받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표시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서 사용된 데이터의 구조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여러 수단을 통하여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간단한 키 조작을 통하여 PC에 저장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DTV 등과 같은 CE 디바이스

로 익스포트함으로서 CE 디바이스에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사용자는 종래

와 같이 리모콘 등과 같은 간단한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URL 및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간단한 키 조작을 통하여 PC에 저장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미디어 서버로 익스포트

하고, CE 디바이스는 미디어 서버로부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임포트함으로서 UPnP 네트워크 상에 위치한 CE 디바이

스에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UPnP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사용자는 종래와 같

이 리모콘 등과 같은 간단한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URL 및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홈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환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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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PC(22) 및 DTV(23)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웹 브라우저(221)에 의해 표시된 웹 페이지의 일부 문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익스포트부(222)의 기능을 나타내는 의사 코드 문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의 구성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기반의 홈 네트워크 환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PC(82), 미디어 서버(83) 및 DTV(84)의 구성도이다.

도 10-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DIDL 라이트 문자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PC(22, 82) 상의 웹 페이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DTV(23, 84) 상의 웹 페이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송수신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기반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 송수신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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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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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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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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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717047

- 19 -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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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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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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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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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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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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