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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ＲＵＩ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

(57) 요약

RUI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RUI 서비스 제공 장치는 홈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통신

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검색 UI를 제공하는 서

비스 브라우저 모듈 및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서비스 U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 RUI

서버 모듈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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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홈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통신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가 상기 홈 네트워크 외부

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검색 UI를 제공하는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 및

상기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서비스 U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 RUI 서버 모듈을 포함

하는 RUI 서비스 제공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은, 상기 서비스 검색 UI를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가상 RUI 서버 번들을 OSGi 게

이트웨이상에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관리 모듈을 포함하는 RUI 서비스 제공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RUI 서버 번들은 사용자 선호 정보의 설정 내용을 적용하여 구성되며, 상기 홈 네트워크는 UPnP 네트워크인

RUI 서비스 제공장치.

청구항 4.

홈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통신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가 상기 홈 네트워크 외부

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검색 UI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검색 UI를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가상 RUI 서버 번들을 OSGi 게이트웨이상에 다운로드 및 설

치하는 단계; 및

상기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서비스 U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RUI 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RUI 서버 번들은 사용자 선호 정보의 설정 내용을 적용하여 구성되는 RUI 서비스 제공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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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RUI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기

술을 이용하여 UPnP RUI(Universal Plug and Play Remote User Interface) 서비스를 홈 네트워크 외부로 확장하여 적

용하는 RUI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UPnP RUI는 홈 네트워크 내에 위치한 UPnP 디바이스간에 UI를 주고 받기 위한 UPnP 표준 기술이다. 예를 들어, UPnP

RUI 기술을 이용하여 공부방에 위치한 PC 상의 애플리케이션 UI를 거실에 있는 DTV를 통해 조회 및 조작할 수 있다.

도 1은 종래 UPnP RUI의 개념도이다.

UPnP RUI는 RUI 서버(20), RUI 클라이언트(10) 및 RUI 제어 포인트(30) 등으로 구성된다.

RUI 서버(20)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UI’를 UPnP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의 RUI 클라이언트(10)

로 제공한다.

RUI 클라이언트(10)는 RUI 서버(20)가 제공하는 서비스 UI 를 통해 원격에서 RUI 서버(20)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

나 조작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RUI 클라이언트(10)는 RUI 서버(20)가 제공한 서비스 UI를 사용자가 조회 또는 조작할 수

있도록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다.

각 UPnP 디바이스(RUI 서버(20) 및 RUI 클라이언트(10))는 UPnP 액션(Action)을 RUI 제어 포인트(Control Point)(30)

로 제공하고, RUI 제어 포인트(30)는 RUI 서버(20) 및 RUI 클라이언트(10)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RUI 제어

포인트(30)는 RUI 서버(20)의 서비스 UI 중 RUI 클라이언트(10)가 사용가능한 것을 선택하고, 특정 서비스 UI를 RUI 클

라이언트(10)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RUI 클라이언트(10)로 서비스 연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RUI 제어 포인트(30)를 통해 서비스 UI를 표시할 RUI 클라이언트(10)를 선택하면, RUI 제어 포인트

(30)는 사용자가 선택한 RUI 클라이언트(10)가 지원하는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소정의 액션(예를 들어, getDeviceProfile

Action)을 통해 수신한다(13). 여기서 디바이스 프로파일은 RUI 클라이언트(10)가 렌더링(rendering)할 수 있는 리모트

UI 프로토콜(Remote Protocol)(예를 들어 XHT, HTML)의 종류이다.

RUI 제어 포인트(30)는 상기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인자로 하여 RUI 서버(20)의 소정의 액션(예를 들어,

getCompatableUIs Action)을 호출(15)하는데, 이를 통해 RUI 서버(20)가 제공하는 서비스 UI 중에서 RUI 클라이언트

(10)와 호환이 가능한 목록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RUI 제어 포인트(30)는 호환 가능한 서비스 UI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응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RUI 클라이언트(10)가 RUI 서버(20)의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연결 액션(예를 들어,

Connect Action)을 호출한다(17).

RUI 클라이언트(10)는 연결 액션을 통해 서비스 UI의 URL을 이용하여 RUI 서버(20)의 서비스를 원격에서 이용할 수 있

는데, 이때 통신 방식은 UPnP와는 별도의 리모트 프로토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9).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 UPnP RUI는 UPnP 기술의 특성 상 홈 네트워크 외부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RUI 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RUI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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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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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UI 서비스 제공 장치는 홈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서비스 레

지스트리와 통신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검색

UI를 제공하는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 및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서비스 U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

행하는 가상 RUI 서버 모듈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UI 서비스 제공방법은 홈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통신하여 홈 네트워

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검색 UI를 제공하는 단계 및 홈 네트

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서비스 U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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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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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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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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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주요 용어]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인터넷에서 전 세계 비즈니스 목록에 자신을 등재하기 위한

XML 기반의 레지스트리이다. 월드와이드웹(WWW)에서 상호 온라인 거래를 원활히 하고 전자상거래의 상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비즈니스 이름, 제품, 위치 또는 웹서비스 등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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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UI 서비스 제공 장치의 블록도이다.

기존의 UPnP RUI 표준 기술을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UPnP RUI

서버 서비스를 제공한다.

RUI 서비스 제공 장치(200)는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 및 가상 RUI 서버 모듈(220)을 포함한다.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은 홈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통신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

언트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검색 UI'를 제공한다. 이때, 서비스 레지스트리(40)로

UDDI 서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 프로토콜로 SOAP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은 검색 대행 모듈(212), 관리 모듈(214) 및 서비스 검색 UI 제공 모듈(216)을 포함한다.

검색 대행 모듈(212)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레지스트리(40)에 등록된 서비스를 검색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관리 모듈(214)은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를 홈 네트워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호출을 대행하는 프록시

(Proxy)기능을 수행하는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서비스 프로바이더(402)로부터 다운로드하고, OSGi 게이트웨이상

에 설치 또는 삭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은 보안 사항, 언어 등의 사용자 선호(User

Preference) 정보의 설정 내용을 적용하여 구성될 수 있고, RUI 서비스 제공 장치(200)내의 중개 서비스 모듈(222)의 기

능을 구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가장 상위 레이어에 위치한 서비스 검색 UI 제공 모듈(216)은 홈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통신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검색을 위한 서비스 검색 UI

를 제공한다.

가상 RUI 서버 모듈(220)은 상기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서비스 U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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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RUI 서버 모듈(220)은 중개 서비스 모듈(222) 및 사용자 선호 처리 모듈(224)을 포함한다.

중개 서비스 모듈(222)은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10)와 통신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UI’에 따른

서비스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중개 서비스 모듈(222)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402)로부터

이벤트를 수신하고, UPnP RUI 서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상기 RUI 서버 번들(220a)은 이와 같은 중개 서비스 모듈(222)의 기능을 구현하여 상기 프록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사용자 선호 처리 모듈(224)은 서비스 사용시 적용할 보안, 언어 등의 설정 내용을 대행하여 처리한다.

상기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FPGA) 또는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과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모듈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

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모듈은 어드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실행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

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이버들,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모듈들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

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도 3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 서비스 사용의 순서도이다.

홈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서비스 레지스트리(40)와 통신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10)가 홈 네트워크 외

부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은 서비스 검색 UI를 제공한다(S300a).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를 홈 네트워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프로바이더(402)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대

행하는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의 관리 모듈(214)을 통해 OSGi 게이트웨이상에 다운로

드 및 설치한다(S300b).

이후,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10) 및 RUI 제어 포인트(30)가 UPnP RUI 표준을 통해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

비스를 서비스 U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 RUI 서버 모듈(220)은 가상 RUI 서버 번들을 통해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S300c).

상기 도 3a의 세부 과정을 이하 도 3b를 통해 설명한다.

도 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 서비스 사용의 세부 순서도이다.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는 RUI 클라이언트(10)로부터 소정의 액션(예를 들어, getDeviceProfile)을 통

해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수신한다(S301).

또한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인자로 하여 RUI 제어 포인트(30)는 소정의 액션(예를 들어, getCompatibleUIs)을 통해 서비

스 검색 UI 중에서 RUI 클라이언트(10)와 호환이 가능한 서비스 검색 UI 목록을 서비스 검색 UI 제공 모듈(216)로부터 수

신한 후, 특정 UI를 선택한다(S311).

RUI 제어 포인트(30)는 소정의 액션(Connect)을 호출하여 선택한 UI를 RUI 클라이언트(10)가 표시할 수 있도록 명령하

고, RUI 클라이언트(10)는 서비스 검색 UI를 통해 서비스를 검색하고, 원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음악 듣기 서비스, 일기 예

보 등)를 선택한다(S321). 이때, 상기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적용할 보안 사항, 언어 등의 사용자 선호 정보를 설정할 수 있

다.

또한 내부적으로 RUI 클라이언트(10)은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을 통해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레지스트리(40)와

통신을 수행하여 검색 대행 모듈(212)을 통해 서비스 검색 및 선택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은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를 홈 네트워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프로바이더(402)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대행하는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관리 모듈(214)을 통해 OSGi 게이트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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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운로드 및 설치하고, UPnP 네트워크에 광고(Advertisement)를 수행한다(S331). 이때, 서비스 프로바이더(402)에

사용자가 서비스 선택 당시 설정한 사용자 선호 정보도 함께 전송하여, 사용자 선호 처리 모듈(224)을 통해 선호 정보를 적

용한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다운받을 수 있다.

RUI 제어 포인트(30)가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발견하면 서비스 검색 과정이 완료된다. 또한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

(210)은 다운로드 받은 상기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OSGi 프레임워크 상의 API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상기 서

비스 검색 과정을 통해 설치 및 발견된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10) 및

RUI 제어 포인트(30)는 선택한 서비스 UI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는 서비스 UI 중 홈 네트워크 내 RUI 클라이언트(10)가 표시(호환) 가능한 목록

을 수신하기 위해 먼저 RUI 클라이언트(10)로부터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수신한다(S341).

RUI 제어 포인트(30)는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통해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402)가 제공하는 서비스 UI 중

RUI 클라이언트(10)와 호환가능한 목록을 수신하기 위해 가상 RUI 서버 번들(220a)로 요청한다(S351). 이때,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은 중개 서비스 모듈(222)을 통해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402)에 접근하여 호환 가능한

서비스 UI의 목록을 요청한다.

RUI 제어 포인트(30)는 RUI 클라이언트(10)와 호환 가능한 상기 서비스 UI 목록 중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RUI 클라이언트(10)로 선택한 서비스 UI의 URL을 전송한다(S361).

사용자가 상기 URL을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S371).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RUI 서비스의 구성도이다.

UPnP RUI를 홈 네트워크 외부로 확장하기 위해 OSGi 게이트웨이(Gateway)(50)를 이용한다.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Service Browser Module)(210)은 UPnP 서비스 프로바이더(402) 인터페이스를 통해 홈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서비스 레지스트리(Service Registry)(40)와 통신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10)가 홈 네트

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검색 UI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이 제공하는 서비스 검색 UI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

(210)은 이를 홈 네트워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 RUI 서버 번들(Virtual RUI Server Bundle)(220a)을 OSGi 게

이트웨이상에 다운로드 및 설치한다. 이때, 서비스 레지스트리(40)는 인터넷 상의 다양한 서비스 프로바이더(402)들이 제

공 서비스에 대한 메타정보를 등록해 놓은 저장소이다.

가상 RUI 서버 모듈(Virtual RUI Server Module)(220)은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통해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

라이언트(10) 및 RUI 제어 포인트(30)가 UPnP RUI 표준을 통해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서비스 U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는 가상 RUI 서버 모듈(220)이 제공하는 UPnP RUI 서버 서비스를 이용하

여 RUI 클라이언트(10) 상에 출력할 서비스 UI의 URL을 수신할 수 있다. 상기 URL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

이더(402)의 실제 위치가 아니라 가상 RUI 서버 모듈(220)이 제공하는 RUI 중개 (Intermediary) 서비스 상의 URL이다.

즉,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10)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RUI 서버 모

듈(220)을 경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상기 방식을 채택한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선택할 때 설정한 보안 등

의 사용자 선호 정보들을 가상 RUI 서버 모듈(220)이 대행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상기 방식을 이용하면,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가 퍼블릭(Public) IP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OSGi

게이트웨이(50) 상에 위치한 가상 RUI 서버 모듈(220)을 통해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402)가 RUI 제어

포인트(30)로 이벤트를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배경 문헌으로 UPnP Device Architecture V1.0, UPnP RUI

Client/Server Device Template V1.1, UPnP RUI Client/Server Service Template V1.1 및 OSGi revision 3.0을 참

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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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 5 내지 도 8을 통해 상기한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과 가상 RUI 서버 모듈(220)을 중심으로 홈 네트워크 외부

의 서비스를 홈 네트워크 내부에서 검색하는 동작, 실제 서비스 UI를 사용하는 동작,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

(30)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로부터 이벤트를 수신하는 동작 및 홈 네트워크 내부에 등록된 서비스를 삭제하는 동작

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 서비스 검색 과정을 도시한다.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와 RUI 클라이언트(10)는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이 제공하는 서비스 검색

UI를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다.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를 검색하기 위한 서비스 검색 UI를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 홈 네

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가 RUI 클라이언트(10)로부터 getDeviceProfile 액션을 통해 디바이스 프로파일 목록

을 수신한다(502).

디바이스 프로파일 목록을 인자로 하여 RUI 제어 포인트(30)는 getCompatibleUIs 액션을 통해 서비스 프로바이더(402)

가 제공하는 서비스 검색 UI 중에서 RUI 클라이언트(10)와 호환이 가능한 목록을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로부터 수신

한 후, 특정 UI를 선택한다(504, 506).

다음 단계에서, RUI 제어 포인트(30)가 RUI 클라이언트(10)의 Connect 액션을 호출하여 상기 선택한 UI를 RUI 클라이언

트(10)가 표시할 수 있도록 명령한다(508).

RUI 클라이언트(10)는 서비스 검색 UI를 통해 서비스를 검색하고, 원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음악 듣기 서비스)를 선택한

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적용할 보안 사항, 언어 등의 사용자 선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레지스트리(40)와 통신을 수행하여 서비스 검색 및 선택 등의 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510).

다음 단계에서,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은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402)로부터 해당 서

비스를 대행하기 위한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다운로드한다(512, 514). 이 때, 상기 서비스 프로바이더(402)에 사용

자가 서비스 선택 당시 설정한 상기 사용자 선호 정보도 함께 전송하여, 사용자 선호 정보를 적용한 가상 RUI 서버 번들

(220a)을 다운받을 수 있다.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은 다운로드 받은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OSGi 게이트웨상에 설치한다. 설치된 이후,

UPnP 네트워크에 광고(Advertisement)를 수행(516)하여 RUI 제어 포인트(30)가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발견하면

서비스 검색 과정이 완료된다.

상기 서비스 검색은 기본적으로 UPnP RUI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UPnP RUI 표준을 준수하는 RUI 클라이언

트(10)와 RUI 제어 포인트(30)는 별도의 서비스 구현 없이 서비스 검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 서비스 사용 과정을 도시한다.

상기 서비스 검색 과정을 통해 설치 및 발견된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클라이언트

(10) 및 RUI 제어 포인트(30)는 선택한 서비스 UI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먼저,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는 UI 서비스 중 홈 네트워크 내 RUI 클라이언트(10)가 표시가능한 목록을

수신하기 위해 먼저 RUI 클라이언트(10)로부터 getDeviceProfile을 통해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수신한다(602).

다음 단계에서, RUI 제어 포인트(30)는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통해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402)가 제공하

는 서비스 UI 중 RUI 클라이언트(10)와 호환가능한 목록을 수신하기 위해 가상 RUI 서버 모듈(220)내 가상 RUI 서버 번들

(220a)로 요청한다(604).

이때,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은 중개 서비스 모듈(222)을 통해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402)에 접근하

여 호환 가능한 서비스 UI의 목록을 요청한다(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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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I 제어 포인트(30)는 RUI 클라이언트(10)와 호환 가능한 상기 서비스 UI 목록 중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RUI 클라이언트(10)로 선택한 서비스 UI의 URL을 전송한다(608, 610).

이와 같이 RUI 클라이언트(10)가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402)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RUI 서

버 번들(220a)을 경유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사용자 선호에 대한 부분을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이 내부

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이다(612).

서비스 사용 방식은 UPnP RUI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UPnP RUI 표준을 준수하는 RUI 클라이언트(10)와

RUI 제어 포인트(30)는 별도의 서비스 구현 없이 서비스 사용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로부터의 이벤트 수신 과정을 도시한다.

홈 네트워크 내부의 디바이스는 여건 상 퍼블릭 IP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퍼블릭 IP를 부여받은 OSGi 게이트웨이

(50)는 홈 네트워크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402)로부터 이벤트(예를 들어 서비스 UI 목록의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OSGi 게이트웨이(50) 상의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경유하여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로 상기 이벤

트를 전송할 수 있다(702, 704). 이때,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은 중개 서비스 모듈(222)을 통해 상기 이벤트를 전송하

게 된다.

서비스 사용 방식은 UPnP RUI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UPnP RUI 표준을 준수하는 RUI 클라이언트(10)와

RUI 제어 포인트(30)는 별도의 서비스 구현 없이 서비스 사용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등록된 RUI 서비스의 삭제 과정을 도시한다.

서비스 사용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홈 네트워크 내부의 서비스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도

서비스 검색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리 UI를 사용하여 삭제를 수행할 수 있

다.

홈 네트워크 내부의 RUI 제어 포인트(30)는 RUI 클라이언트(10)가 홈 네트워크 내 서비스 관리 UI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

해 먼저 getDeviceProfile을 통해 RUI 클라이언트(10)의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수신한다(802).

다음 단계에서, RUI 제어 포인트(30)는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통해 RUI 클라이언트(10)와 호환 가능한 서비스 관리 UI 목

록을 수신하고 해당 목록에서 원하는 서비스 관리 UI를 선택한다(804, 806).

또한 RUI 제어 포인트(30)는 선택한 서비스 관리 UI의 URL을 RUI 클라이언트(10)로 전송하고, RUI 클라이언트(10)는

RUI 제어 포인트(30)로부터 전송 받은 URL을 통해 해당 서비스 관리 UI로 접속한다(808, 810).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 관리 UI를 통해 특정 서비스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내부적으로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210)은 대응

되는 서비스의 가상 RUI 서버 번들(220a)을 삭제한다(812).

서비스 삭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UPnP RUI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UPnP RUI 표준을 준수하는 RUI 클라이언

트(10)와 RUI 제어 포인트(30)는 별도의 서비스 구현 없이 서비스 삭제 기능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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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RUI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있다.

첫째, 기존에 홈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동작하던 UPnP RUI 디바이스들이 홈 네트워크 외부로부터 RU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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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홈 네트워크 내부의 UI에 한정되었던 UPnP RUI를 홈 네트워크 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컨텐

츠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셋째, 기존의 UPnP RUI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UPnP RUI의 개념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UI 서비스 제공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 서비스 사용의 순서도이다.

도 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 서비스 사용의 세부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RUI 서비스의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 서비스 검색 과정을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 서비스 사용 과정을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외부의 RUI로부터의 이벤트 수신 과정을 도시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등록된 RUI 서비스의 삭제 과정을 도시한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210: 서비스 브라우저 모듈

212: 검색 대행 모듈

214: 관리 모듈

216: 서비스 검색 UI 제공 모듈

220: 가상 RUI 서버 모듈

222: 중개 서비스 모듈

224: 사용자 선호 처리 모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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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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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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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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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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