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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및 시스템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버리스 공유 공간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시각적 표현을 통해 이러한 공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본 시스템은 콘텐츠가 다른 그룹 멤버에 의해 액
세스가능하도록 해준다. 액세스는 때로는 공유 공간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또는 다른 고유의 식별 표지를 모든 그룹 멤버에
게 전파함으로써 제공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서버리스 공유 공간, 메타데이터, 컴퓨터 네트워크, 파일 공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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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나타낸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의 통신을 위한 예시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나타낸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피어 네트워킹 아키텍처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유 그룹 공간의 생성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다수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 요소를 나타낸 디스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파일 시스템 폴더의 모습을 제공하는 다른 그룹 공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디스
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작 메뉴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유 공간 폴더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폴더 아이콘의 선택 시에 도 7의 공유 공간 폴더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그룹 관리 및 기능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공유 공간 설정 패널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유 공간 태스크 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유 공간 폴더의 리스트 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유 공간에 멤버를 생성하거나 추가하기 위한 셋업 마법사(Set-up wizard)의 디스
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13은 그룹에 가입하도록 초대받은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는 초대 마법사(Invitation wizard)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14는 허가를 갖는 사용자가 그룹 멤버의 역할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셋업 마법사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유 공간에 위치한 공유 파일에 관한 여러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공유 공간의 화면 디
스플레이.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유 파일이 복사되는 동작 동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화면 디스플레이.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표현 디스플레이에 따라 드롭 다운 메뉴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새로운 멤버가 그룹에 초대되는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방법 단계들을 나타낸 간략화된 플로우차트.

도 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유 파일 갱신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방법 단계들을 나타낸 간략화된 플로
우차트.

도 20은 그룹의 다른 멤버의 관점에서 볼 때 도 19의 공유 파일 갱신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방법 단계들을 나타낸
다른 간략화된 플로우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2: 윈도우즈 코어 OS

304: 윈속(Win Sock)

306: 그래핑

308: 검색

310: 스토어

312: 발견

314: 식별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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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그룹화

320: 애플리케이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및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2개 이상의 통신 엔티티
의 정의된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 및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버리스 공유 메모리 공간(server-less
shared memory space)을 정의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및 다른 네트워크의 인기는 여러가지 상호작용 및 태스크를 물리적 세계로부터 디지털 세계로 이동시켰다. 예를 들
어, 물리적 복사본을 한 그룹 내의 다른 멤버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과거 수년간 공유되어 온 문서 및 파일은 이제는 종종 전
자적으로 처리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적으로 전송된다. 그룹 내의 멤버들 간의 이러한 교환에 있어서, 다양한 그룹
멤버둘에 의한 액세스를 통제하는 정도를 관리하는 것은 그 그룹이 서로 협동하고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물리적 세계로부터 디지털 세계로 강력히 이동하지 못했던 하나의 활동은 그룹 상호작용이
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시간에 따라 각종의 활동에 관해 우리가 연관되
어 있는 사회 그룹을 형성한다. 사회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 관해 알고 있으며, 이들 그룹은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성장하고 변한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 존재하는 이러한 비유는 디지털 세계로 변환되지 않았다.

현재 원격지의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디지털 통신을 위한 다수의 메카니즘 및 포럼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광범위한 사용에 이를 수 있는 매력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다. 기존의 통신 메카니즘은 이제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들 기술은 그룹 멤버들이 그 안의 공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고
그 안의 다른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룹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많은 기존의 기술들은 그룹과
그의 활동 및 통신에 대해서 보다는 게임 또는 파일 공유 등의 단일한 활동이나 노력에 촛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다른
기술들은 그룹 채팅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진정한 의미의 그룹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그룹 채팅이 시도될 때마다 그룹의
셋업을 필요로 하며 그 다음 활동 시에 그룹을 수동으로 다시 셋업하지 않고 그룹을 순전한 채팅 이외의 활동으로 전환시
키는 메카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기존의 네트워크 상호작용 메카니즘은 원하는 그룹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 데이터 및 정보를 즉시 처리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공유 데이터의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존의 메카니즘에 의해 제공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없다.

따라서, 보안 환경에서 그룹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원하는 그룹의 사용자들이 서로 상호작
용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상호간에 공유 관계로 공유되는 파일들에 액세스하고 그 파일들에 관한 제어를
관리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버리스 보안 공유 공간(server-less, secured shared
space)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그룹 멤버들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peer-to-peer network)에서 구현된다.

공유 공간은 사용자 선택가능한 관리 태스크 및 항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 내의 엔트리로서 제공된다. 이러
한 행위는 그 공간 내의 공유 파일에 관해 수행되는 여러가지 동작들을 포함한다. 공유 공간의 생성 시에, 다른 사용자들은
파일에 액세스하고 및/또는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 또 공유 파일의 드래그 앤 드롭, 이동, 복사, 및 다른 파일 시스템 관리
태스크 등의 다른 파일 관리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유 파일 및 디렉토리는 공유 공간에 링크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것은 공유 파일에 대해 이용가능한 사용자 동작의 명백한 의미를 제공하며, 그에 따라 그룹 공간의 사용 편의성을 가져온
다.

본 발명은 공유 공간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공유 공간 내의 파일의 공유를 가능하게 해준다. 공유 공간의 소유자는
화상, 비디오 또는 다른 콘텐츠 등의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사용자들을 그 공간으로 초대할 수 있다. 공유 공간 자체
는 안전하며, 따라서 초대받은 개인만이 그 공간에 접속할 수 있다. 일단 공유 공간이 생성되면, 사용자들은 파일을 그 공
유 공간 자체 내로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은 물론 공유 파일 및 디렉토리에 관한 다른 파일 시스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공유 공간 내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파일과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어 공유 공간의 모든 멤버들에게 전파된다.
그룹에 나중에 접속하는 멤버는 여전히 이러한 메타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유 공간 내에서 계속 동작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의 수신 시에, 사용자 설정에 기초한 기반구조는 이제 공유 파일을 로컬적으로 또는 비로컬적으로 복
사하는 등에 의해 원하는 바에 따라 공유 파일을 처리할 수 있다. 파일이 로컬적으로 복사되는 경우, 파일 메타데이터의 소
스를 사용하여 연결이 설정되고, 공유 파일은 소스로부터 로컬 컴퓨터로 전송된다. 그 그룹의 유효 멤버만이 공유 파일을
그의 공간으로 복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세스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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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공유 공간 내의 파일들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애플리
케이션들이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공유 공간 내의 콘텐츠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그룹 내의 정의된 멤버들 간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버리스 공유 그룹 공간에 관
한 것이다. 한 측면에서, 본 발명은 공유 공간 내에 있는 파일들에 관한 드래그-드롭 동작 등의 파일 시스템 동작과 통합되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공유 공간을 생성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다른 엔티티들과의 보안 관계가 형성
되고 관리될 수 있게 해준다.

본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발명은 컴퓨팅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 등의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모듈은 특정의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특정의 추
상 데이터 유형을 구현하는 루틴, 프로그램, 객체, 컴포넌트,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여러가지 컴퓨팅 장치 구성에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핸드헬드 장치, 이동 전화,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또는 프로그램가능 가전 제품,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등, 착용가능
한 컴퓨팅 또는 통신 장치, 그리고 시각적 디스플레이와 다른 장치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신을 모두 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장치에서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태스크들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원격 프로세싱 장치들에
의해 수행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로컬 및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 둘다에 위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이 양호하게는 전술한 바와 같은 많은 유형의 컴퓨팅 환경에 포함될 수 있음
을 잘 알 것이다.

본 발명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하기 전에, 본 발명이 동작할 수 있는 예시적인 컴퓨팅 환경에 대해 도 1과 연계하여 기술
한다. 컴퓨팅 장치(20)는 프로세싱 유닛(21), 시스템 메모리(22), 및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한 여러가지 시스템 컴포넌트를
프로세싱 유닛(21)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버스(23)를 포함한다. 시스템 버스(23)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콘트롤러, 주
변 버스, 및 각종 버스 아키텍처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는 로컬 버스를 비롯한 몇가지 유형의 버스 구조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시스템 메모리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24)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25)를 포함한다. 시동 중과 같은 때에,
컴퓨팅 장치(20) 내의 구성요소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26)은 ROM(24)에 저
장되어 있다. 컴퓨팅 장치(20)는 하드 디스크(60)로부터 판독하거나 그에 기록하기 위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7), 분리
형 자기 디스크(29)로부터 판독하거나 그에 기록하기 위한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28), 및 CD-ROM 또는 다른 광학 매체
등의 분리형 광학 디스크(31)로부터 판독하거나 그에 기록하기 위한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3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27),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28),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30)는 각각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
이스(32),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33), 및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34)에 의해 시스템 버스(23)에 연
결되어 있다. 이들 드라이브 및 관련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및
PC(20)의 기타 데이터를 비휘발성 저장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되는 예시적인 환경이 하드 디스크(60), 분리형 자기 디스
크(29), 및 분리형 광학 디스크(31)를 이용하고 있지만, 당업자라면 자기 카세트, 플래쉬 메모리 카드, DVD, 베르누이 카
트리지, RAM, ROM 등의 컴퓨팅 장치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
체가 예시적인 오퍼레이팅 환경에서 역시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35),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36), 기타 프로그램 모듈(37) 및 프로그램 데이터(38)를 비롯
한 프로그램 모듈은 하드 디스크(60), 자기 디스크(29), 광학 디스크(31), ROM(24) 또는 RAM(25)에 저장되어 있다. 사용
자는 키보드(40) 및 포인팅 장치(42) 등의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팅 장치(20)에 명령 및 정보를 입력한다. 기타 입력 장치
(도시 생략)는 마이크로폰, 조이스틱, 게임 패드, 위성 안테나, 스캐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입력 장치는 종종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46)를 통해 프로세싱 유닛(21)에 연결되어 있지만, 병렬 포트, 게임 포
트 또는 USB(유니버설 직렬 버스) 등의 다른 인터페이스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모니터(47) 또는 다른 유형의 디스플레이
장치도 비디오 어댑터(48)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버스(23)에 연결된다. 모니터 이외에, 컴퓨팅 장치는 일반적으
로 스피커 및 프린터 등의 다른 주변 출력 장치(도시 생략)를 포함한다.

컴퓨팅 장치(20)는 원격 컴퓨터(49) 등의 하나 이상의 원격 컴퓨팅 장치로의 고정형 또는 과도형 논리적 연결(fixed or
transient logical connection)을 사용하여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 원격 컴퓨터(49)는 또하나의 유사한 컴
퓨팅 장치,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PC, 피어 장치 또는 다른 통상의 네트워크 노드, 또는 본 명세서의 다른 곳에서 언급된
것들 중 임의의 것 등의 임의의 다른 장치 유형일 수 있으며, 비록 요구 사항이 아니고 메모리 저장 장치(50)만이 도 1에 도
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팅 장치(20)와 관련하여 전술한 구성요소의 대부분 또는 그 모두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
된 논리적 연결은 근거리 통신망(LAN)(51) 및 원거리 통신망(WAN)(52)을 포함한다. 이러한 네트워킹 환경은 사무실, 기
업 규모 컴퓨터 네트워크,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서 통상적인 것이다.

L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팅 장치(20)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어댑터(53)를 통해 로컬 네트워크(51)
에 연결된다. WAN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될 때, 컴퓨팅 장치(20)는 일반적으로 모뎀(54) 또는 WAN(52)을 통해 통신을
설정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포함한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일 수 있는 모뎀(54)은 직렬 포트 인터페이스(46)를 통해 시스템
버스(23)에 연결된다. 컴퓨팅 장치(20) 또는 그의 일부분과 관련하여 기술된 프로그램 모듈은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
장될 수 있다. 도시된 네트워크 접속은 예시적인 것이며 컴퓨터들 사이의 통신 링크를 설정하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
음을 잘 알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특정의 네트워크 유형에 한정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임의의 네트워크 유형, 즉
유선 또는 무선, 고정형 또는 과도형, 회선 교환, 패킷 교환 또는 기타의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본 발명을 구현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 본 발명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하나 이상의 컴퓨팅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의 기호적 표현 및 작용
을 참조하여 기술된다. 컴퓨터로 실행된다고 하는 이러한 행위 및 동작은 컴퓨팅 장치의 프로세싱 유닛에 의해 데이터를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내는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처리는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그 데이터를 컴퓨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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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메모리 시스템 내의 장소들에 보유하며, 이는 당업자라면 잘 아는 방식으로 컴퓨팅 장치의 동작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변경한다.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의 포맷에 의해 정의되는 특정한 속성을 갖는 메모리의 물리적 장소이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상과 같이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한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의 개략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사용자 컴퓨팅 장치(201,
203, 205, 207)가 네트워크(209)를 통해 통신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사용자 장치는 일반
적으로 다른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그 사용자와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에는 적어도 2명의 사용자
가 관여되어 있지만, 그와 같이 연결된 사용자 장치의 정확한 수는 본 발명에서 중요하지 않다. 본 발명은 작은 그룹에 적
용될 때 그 최대 이점을 갖는다. 오디오 파일을 공유하는데 관여하는 그룹 멤버의 수는 필요할 때 그 공유 오디오 자료에
관한 임의의 저작권의 위반을 회피하도록 제한되어야만 한다. 또한, 네트워크(209)의 유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대
이상의 사용자 머신 사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가 바람직하
다. 네트워크(209)를 통해, 한 사용자로부터의 통신은 다른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로 (그 각자의 사용자 장치를 통해) 전송
될 수 있다. 사용자 머신(201, 203, 205, 207)이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본 발명은 그룹들이 협력하
는 경우 역시 유용하며, 이는 물론 회의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머신은 도 1의 컴퓨팅 장치 아키텍처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을 수 있지만, 이러한 한정이 본 발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구현이 부가적으로 또는 다른 대안에서
착용가능한 통신 장치, 셀 전화, 및 PDA(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를 포함한 임의의 수의 다른 통신 장치 유형과 함께 사용
되는 것도 구상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파일 시스템 특징의 룩앤필(look and feel)을 갖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유 공간
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열기 대화 상자 등과 같은 윈도우즈 탐색기(Windows Explorer) 유형의 대화 상자를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파일 시스템 동작은 생성된 공유 공간을 통해 액세스가능하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파일 시스
템의 모습을 형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윈도우, 아이콘, 및 다른 그래픽 표현을 제공하는 것 등의, 파일 시스템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생성하는 것과 유사한 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 요소를 제공하는 윈도우즈 탐색기에 대한 이름 공간 확
장으로서 구현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탐색기 파일 시스템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름 공
간 확장 및 기본적인 폴더 객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본 출원은 이와 유사하게, 채택된 파일 시스템 동작과 유사
한 여러가지 동작이 공유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대안으로, 본 발명은 파일 시스템 아래에 존재하고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파일 시스템 서비스에 액
세스하는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 또는 필터 드라이버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파일 시스템이 파일 공유로 확장
되도록, 파일 시스템은 그룹 공간 내의 파일을 비롯한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파일을 디스플레이한다.

두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양호하게는 많은 수의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시나리오가 분산 환경에 배포되도록 하는 기존의
피어 투 피어 기반구조를 이용한다. 당업자라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반구조는 NAT 통과(NAT traversal),
이름 분석(name resolution), 효율적인 다지점 통신, 보안 그룹 및 분산 데이터 관리(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를 비롯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룹 멤버들 간의 데이터 전송 및 통신을 위해, 양호하게는 피어 네트워킹 아키텍처가 이용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피어 네트워킹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가지 피어 투 피어 검색 및 관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본 발명
은 2001년 8월 29일자로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피어 투 피어 이름 분석 프로토콜(PNRP) 및 그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멀
티레벨 캐시(Peer-to-Peer Name Resolution Protocol(PNRP) and Multilevel Cache for Use Therewith)"인 미국 특
허출원 제09/942,164호 및 2001년 9월 19일자로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피어 투 피어 그룹 관리 및 피어 투 피어 그래프
관리 방법(Peer-to-Peer Group Management and Method for Maintaining Peer-to-Peer Graphs)"인 미국 특허출원
제09/955,923호에 기술된 것 등의 기존의 기반구조를 이용한다. 이들 출원을 전체로 인용함으로써 이들의 청구대상이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이 아키텍처는 코어 오퍼레이팅 시스템(OS) 계층(302)을 포함하며, 이 계층 상에는 다른 계층들 및 컴
포넌트들이 위치한다. 예를 들어, 윈속(WinSock) 계층(304)은 코어 OS 계층(302) 상에 위치한다. 이 계층은 네트워크 통
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식별자에 부가되는 소켓 확장을 포함한다. 즉, 윈속 계층은 잘 정의된 일련의 데이

터 구조 및 함수 호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이
다. 이와 같이, 일반 네트워크 서비스를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 함수 호출은 프로토콜 고유의 요청으로 변환된다.

클라우드(cloud) 내의 다른 피어들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아키텍처 내의 여러가지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토콜 컴포넌트(NSP)(313)를 통해 노출되는 발견 계층(Discovery layer)은 클라우드에서
분산형 서버리스 방식으로 이름을 분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래핑 컴포넌트(Graphing component)(306)는 정보의 효
율적인 교환을 위해 일련의 노드를 조직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룹화 계층(Grouping layer)(316)은 그래핑 컴포넌트
(306) 상부에 있는 보안 계층을 제공한다. 그래핑 컴포넌트 및 그룹화 컴포넌트 모두는 그 그룹/그래프 내의 모든 멤버들
사이에 분산될 수 있는 데이터를 게시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스토어(Store)(310)를 이용한다. 계층(320)으로 표시된
애플리케이션은 또한 검색 컴포넌트(308)를 사용하여 그룹화 컴포넌트 또는 그래핑 컴포넌트 내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르면, 그룹 공유 공간은 기존의 파일 시스템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현 및 콘
트롤 또는 적어도 기존의 파일 시스템 동작의 직관적인 확장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실제 세계와 거의 유사하게, 하나 이상
의 엔티티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공유 공간이 생성된다. 동일한 엔티티에 의해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공유 공간은
양호하게는 단일 쉘 폴더에 디스플레이된다. 공유 공간 및 그의 내용을 관리하는 콘트롤은 쉘 폴더 내의 태스크 창(task
pane)의 일부로서 제공된다.

개별적인 특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하기 전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나의 전반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현이
도 4를 참조하여 기술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내 문서"(My Documents) 폴더(402)에 대한 화면 디스플레이는 그
룹 공유 공간에 액세스하며, 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다수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양
호하게는, 그룹 공간 폴더 객체(404), 이 경우에 "내 공유 공간"(My Shared Spaces) 하위폴더 아이콘은 그룹 공유 공간으
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그룹 공간 아이콘(404)은 "내 문서" 폴더 우측창 디스플레이 영역(406) 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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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내 음악"(My Music) 하위폴더(408), "내 사진"(My Pictures) 하위폴더(410) 및 "내 비디오"(My Videos) 하위폴
더(412) 등의 다른 하위폴더들도 "내 문서" 폴더 디스플레이 영역(406) 내에 들어 있다. 특정한 사용자는 그가 속해 있는
하나 이상의 그룹을 가질 수 있으며, 한 그룹의 각 멤버는 하나 이상의 다른 멤버들이 속하지 않는 그룹 또는 그룹들에 속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그룹 공간 아이콘(404)이 각각의 그룹 멤버에 대해 나타나고, 또 각각의 머신 상에 똑같이 나타나
지만, 다른 그룹 멤버들과 공유되지 않는 사용자의 화면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내 문서 폴더(402)는 또한 좌측 디스플레이 영역에 창(pane)(414)을 포함한다. 이 창(414)은 공유 공간과 연계하여 수행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용자 선택가능한 파일 및 폴더 태스크를 제공하는 태스크 창(416)을 포함한다. 이들 태스크는 새로
운 공유 공간 폴더를 작성하는 것, 공유 공간 폴더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및 이 폴더를 다른 엔티티들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태스크 창(416) 이외에, 좌측 윈도우는 하나 이상의 다른 파일 시스템 장소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다른 장소"(Other
Places) 리스트(418)를 포함하는 다른 그래픽 특징들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즉시 알게 되는 바와 같이, "다른 장소"는 "데
스크톱"(Desktop), "내 컴퓨터"(My Computer) 및 "내 네트워크 장소"(My Network Places)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
창은 이 경우 "내 문서" 폴더 내의 선택된 항목에 관한 상세를 제공하기 위한 드롭다운 리스트인 "상세"(Details) 리스트
(420)를 포함한다.

공유 공간을 파일 시스템의 "내 문서" 폴더 내에 링크로서 포함함으로써, 여러가지 윈도우 및 통상의 대화 상자가 그 안에
저장된 공유 파일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등과 같은 동작이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한가지 이러한 예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제목 표시줄(title bar)(502)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열기 윈도우(504)가 제공된다. 이 윈도우는 좌측 창(506)에, 파일 시스템 내의 여러가지 장소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바로가기 아이콘(508, 510, 512, 514, 516)을 포함한다. 장소 필드(518) 내의 엔트리에 의해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내 문서" 바로가기(512)가 선택되면, 파일 시스템은 우측 창(520)에 하위폴더의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한다. 이 리스
트는 "내 공유 공간" 폴더 아이콘(522)을 포함하는데, 이는 공유 공간 폴더로의 링크이다. 더블클릭 또는 다른 적당한 사용
자 동작을 통해 이 폴더를 선택함으로써, 시스템은 공유 공간 폴더의 내용을 디스플레이한다.

"내 문서" 폴더 내에 배치하는 것 이외에, 도 6에 디스플레이된 표시 등의 "내 공유 공간" 링크가 시작 메뉴 표시(Start
Menu presentation)(600)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시작 메뉴(600)는 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제1 창(602)에 있는 시스템에 의
해 기동될 수 있는 적어도 일정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링크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또한, 태스크 바 트레이(task bar
tray)(604) 및 콘트롤은 아래쪽 그래픽 디스플레이 영역(606)에 제공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내 공유 공간" 링크는 일반적
으로 "내 문서", "내 사진" 및 "내 음악" 링크 등의 유사한 링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메뉴의 우측에
있는 리스트의 일부분으로서 제공된다. 다른 대안에서, 사용자가 먼저 "내 공유 공간" 폴더에 액세스하기 위해 "내 문서" 링
크를 선택해야 하도록 "내 공유 공간" 링크는 서브리스트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다.

"내 공유 공간" 윈도우에 대한 액세스의 그래픽 표현을 설명하였으며, 이제는 공유 공간 자체가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 기술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일특징에 따르면, 공유 공간 디스플레이 윈도우는 여러가지 모드로 일정한 태스크로의 사용자
액세스를 제공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윈도우는 3가지 서로 다른 동작 모드로, 즉 (1) '공유 공간 항목이 선택
되지 않음', (2) '공유 공간 항목이 선택됨', 및 (3) '멤버쉽 폴더가 선택됨'의 동작 모드로 공유 공간에 관한 동작에 대한 액
세스를 허용해주는 특수 태스크 창을 제공한다.

도 7은 공유 공간 항목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의 태스크 뷰를 나타낸 공유 공간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쉘 윈도우(702)이다.
윈도우의 우측 창(704)은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공유 공간을 디스플
레이한다. 도시된 윈도우에는, 아무런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다. 좌측 창(706)은 공유 공간에 관계된 파일 시스템 동작을 기
동시키기 위한 선택가능한 메뉴 항목들을 제공하는 특수 태스크 창(708)을 디스플레이한다. 도시된 예에서, 아무런 항목
도 선택되지 않은 경우, 특수 태스크 창(708)은 선택가능한 "새 공유 공간 만들기"(Create new shared space) 태스크
(710)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파일 시스템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그 공간의 이름을 데이터 필드에 입력함으로써 공유 공
간을 만들기 위해 이 항목(710)을 선택한다. 그 이름이 등록되고 기술가능한 이름 공간 아이콘(describable name space
icon)이 생성된다. 다른 멤버들도 그 그룹에 추가되면 역시 그 이름을 보게 된다.

특수 태스크 창 이외에, 좌측 창(706)은 또한 다른 파일 시스템 장소로의 링크를 포함하는 "다른 장소"(Other Places) 리
스트(712)를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좌측 창은 공유 공간 파일 폴더에 관한 상세를 제공하는 파일 또는 폴더 상세 패
널(714)을 포함한다.

공유 공간 파일 폴더 아이콘가 선택되면, 특수 태스크 창은 공유 공간 사용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태스크를 제공하도록
변경된다. 도 8은 이 동작 모드에서의 "내 공유 공간" 윈도우(802)를 나타낸 것이다. 즉, 사용자가 우측 창(806) 내의 폴더
(804) 등의 기존의 공유 공간 폴더를 선택할 때, 관련 태스크들이 특수 태스크 창(808) 내에 제공된다. 도 8은 태스크 창
내의 "공유 공간 이름 변경"(Rename shared space) 태스크의 선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선택에 의해 공유 공간 폴더(804)
와 관련된 이름 필드(810)가 하이라이트된다. 그룹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따라서 파일 및 디렉토
리의 이름을 편집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와 유사하다. 종래의 파일 시스템 편집 동작에서와 같
이, 사용자는 하이라이트된 제자리 편집 필드(in-place edit field)(810)를 사용하여 공유 공간 이름을 편집할 수 있다. 이
행위에 의해 그 이름은 공유 공간의 다른 그룹 멤버 모두에 대해 변하게 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소유자는 이름 편집 특
권을 갖는 유일한 멤버이다. 다른 그룹 멤버의 경우, 이름은 편집될 수 없다.

기존의 공유 공간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 이외에, 태스크 창(808)은 사용자 선택가능한 "이 공유 공간 삭제"(Delete this
shared space) 태스크를 제공한다. 이 태스크를 선택하면 "내 공유 공간" 폴더로부터 그 폴더 아이콘이 제거되고 그룹 멤
버인 사용자가 삭제된다. 장래에 공유 공간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공유 공간 소유자 또는 새로운 멤버를 그 그룹
에 초대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갖는 다른 그룹 멤버에 의해 재초대될 것이 요구된다. 공유 공간을 삭제하는 행위가 취소
될 수 없기 때문에, 본 발명의 실시예는 그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의 확인 응답을 요구하는 대화 상자로 사
용자에게 그 영향을 통지하기 위한 대화 상자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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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 의한 공유 공간의 삭제는 그 그룹에 부가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공유 공간 소유자는 그 그
룹에 대한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엔티티이기 때문에, 그 삭제에 의해 비밀키가 상실된다. 이것은 친숙한 이름 등과
같은 그룹 특성이 더 이상 변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멤버 증명서의 수명이 사실상 무한이기 때문에, 다른 멤버는 계속하
여 그룹 내의 정보에 연결되어 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그룹 멤버가 공유 공간을 삭제했을 때, 그 그룹은 존재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그룹 소유자가 다른 그룹 멤버에게 관리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새로운 멤버는 공유 공간
에 가입하도록 초대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공유 공간을 삭제하는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해 확인 응답을 요구하는
대화 상자로 통지를 받는다.

공유 공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수 태스크 창(808)은 사용자가 "이 공유 공간 숨기기"(Hide this shared
space) 태스크로 공유 공간을 숨길 수 있게 해준다. 숨겨진 공유 공간은 사용자가 "숨겨진 공간 보여주기"(Show hidden
spaces) 태스크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한 볼 수 없다. 다른 대안에서는, "숨겨진 파일 보여주기"(Show hidden files) 폴더
옵션이 인에이블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공유 공간이 숨겨질 때 다른 그룹 멤버들로부터 전송된 파일 및 공유 공간 데이터
베이스가 제거되기 때문에 숨겨진 공유 공간이 자원을 덜 소모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자에 의해 공유되는 데이터는
이용가능한 상태로 있게 된다. 그 공간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사용자 증명서는 사용자의 컴퓨팅 시스
템 상에 남아 있게 된다. 이들 증명서를 사용하여, 숨겨진 공유 공간은 재구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유 공간 숨기기" 태
스크는 취소가능한 태스크이며, 따라서 양호한 실시예에서 대화 상자가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특수 태스크 창(808)에 디스플레이되는 다른 사용자 선택가능한 태스크는 "설정 변경"(Change setting) 태스크이다. 이
태스크를 선택하면 "공유 공간 설정"(Shared Space Settings) 대화 상자를 활성화되며, 그 일례가 도 9에 예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공유 공간 설정" 대화 상자(900)는 사용자가 공유 공간의 거동을 변경하거나 공유 공간의 거동을 디폴
트 설정으로 복원시킬 수 있게 해주는 선택가능한 설정 옵션의 그래픽 표현이다.

종래의 파일 시스템과는 달리, 공유 공간은 둘 이상의 그룹 멤버가 동일한 이름을 갖는 파일을 기부할 수 있게 해준다. 사
용자가 이들 파일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사용자는 도 9에 파일/그룹 이름(File/Group Names) 옵션(902)으로
서 도시되어 있는, 설정(Settings) 대화 상자(900)에 제공되어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자 이름을 파일과 함께 표
시"(Display contributor name with files) 설정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는 기부자 이름을 파일 이름의 일부로서 볼 수 있
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디폴트 설정은 "파일의 이름만 표시"(Display only the name for files) 설정이다.

다른 사용자 선택가능한 옵션은 "파일 복제"(File Replication) 설정(904)과 관련한 것이다. 공유 공간에서 사용되는 파일
들은 이 파일들이 액세스될 때 로컬 머신으로 복사될 수 있는 것으로, 즉 파일들은 "필요시 파일을 로컬 복사"(Copy files
locally as needed) 설정을 사용자가 선택함으로써 요구시에 복사될 수 있다. 다른 대안에서, "그룹에 추가될 때 파일을 로
컬 복사"(Copy files locally when added to group) 설정을 선택함으로써 파일들이 공유 공간에 추가될 때 그 파일들은
사용자의 컴퓨터로 복제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멤버 기부"(Member Contribution) 설정(906)은 "멤버가 기부할 수
있음"(Members can contribute) 설정과 "소유자만이 파일을 기부할 수 있음"(Only the owner may contribute files) 설
정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후자의 설정의 선택은 그룹의 멤버가 읽기만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설정이 선
택되면, 소유자만이 그룹에 콘텐츠를 기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정 대화 상자는 무엇이 "새로운" 콘텐츠인지를 지정하는 것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새 콘텐츠
"(New Content) 설정(908)을 포함한다. 이 설정(908)은 1, 7, 14, 30, 60 및 90 일 등의 옵션의 드롭다운 리스트를 포함한
다. 이 필드는 선택적으로 사용자가 임의의 값을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편집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공유 공간 폴더에 관한 위치 및 설정에 대한 어떤 상세를 기술하였으며, 이제부터 멤버 태스크 뷰에 대해 기술한다. 도 10
은 그래픽적으로 표현된 내 공유 공간 폴더(1000)의 멤버 태스크 뷰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내 공유 공간 폴
더는 폴더(1000)의 우측 창에 디스플레이된 멤버(Members) 하위폴더(1002), 공유 사진(Shared Pictures) 하위폴터
(1004), 및 공유 비디오(Shared Video) 하위폴더(1006)을 비롯한 하위폴더를 포함한다. 이러한 레이아웃은 드래그 앤 드
롭 동작 등에 의해 공유 공간에 추가될 파일에 대한 사용자의 처리를 단순화시켜 준다. 즉, 공유 사진 및 공유 비디오 하위
폴더는 원하는 경우 그룹 소유자에 의해 삭제까지도 될 수 있는 종래의 디렉토리로의 링크이다. 공유 공간이 있는 경우, 사
용자는 공유 공간으로 초대될 필요가 있다.

그룹 멤버가 되기 위해, 사용자는 초대장을 발행하여 그룹 공간에 가입하도록 초대된다. 초대는 임의의 대역외 메카니즘
(out of band mechanism)을 사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메카니즘 중 하나는 위치 특정적(location
specific)이다. 예를 들어, 초대장은 동일한 회의실 내에 위치한 사용자들에게 발행될 수 있고; 초대장은 동일한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들에게 발행될 수 있고; 초대장은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사용자들이 회의실 내에 있든지 원
격 참여하고 있든지 간에) 발행될 수 있다. 초대받은 사용자가 초대장을 수신하면, 그 사용자는 공유 공간에 가입하고 파일
을 공유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그룹 멤버는 또한 그룹 내에서의 역할을 배정받는다. 그룹 소유자는 그룹 공간을 최초로 생성
한 엔티티이다. 소유자는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른 엔티티들을 초대함으로써 멤버를 추가하고 이러한 다른 그룹 멤
버들에게 역할을 배정한다. 역할은 그룹 멤버들에 대한 액세스 레벨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이러한 역할은 다른 그
룹 멤버들을 추가 또는 삭제할 권한을 포함한, 소유자와 동일한 권한들 대부분을 배정받을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일 수 있
다. 다른 역할들로는 멤버, 기부자, 또는 다양한 정도로 권한 및 특권을 배정받는 다른 커스텀 역할이 있다. 또한, 그룹 멤버
는 "존재"(presence)를 갖는다. 즉, 각각의 그룹 멤버는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상태일 때 그의 존재를 게시한
다. 마지막으로, 그룹 멤버 각각은 양호하게는 그룹 공간과 관련한 행위가 행해질 때마다 동일한 뷰를 갖는다.

그룹 멤버에 관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멤버 하위폴더(1002)는 지정된 태스크 창을 갖는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사용
자가 멤버 하위폴더(1002)를 열 때, 새로운 멤버(Members) 윈도우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멤버 윈도우는 이어서 도 11에
윈도우(1100)로서 도시되어 있다. 멤버 윈도우(1100)는 공유 공간의 현재의 멤버(1102)의 리스트 및 어떤 속성들을 포함
한다. 예시된 그룹은 그룹 소유자, 사용자 1(USER1), 및 3명의 다른 가족 그룹 멤버, 사용자2(USER2), 할아버지
(Grandpa) 및 할머니(Grandma)를 포함한 "내 가족 멤버"(My Family Members) 그룹이다. 그룹 멤버가 피어 투 피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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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에 연결될 때, 멤버 리스트(1102) 내의 멤버 엔트리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엔트리는 리
스트(1102)에서 희미하게 보인다. 멤버 리스트(1102)는 공유 공간 내의 멤버의 온라인 상태, 멤버의 역할 및 멤버가 그룹
에 연결된 마지막 날짜를 포함하는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표준 필드 이외에, 멤버 리스트(1102)는 또한 멤버에 관한
부가의 정보를 위한 설명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멤버 리스트(1102) 이외에, 윈도우(1100)는 이 윈도우의 좌측 창 내에 위치한 멤버 태스크 창(1104)을 포함한다. 멤버 태
스크 창(1104)은 멤버 리스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새로운 멤버를 그룹에 추가하기 위해, 사용자 선택가능한 "새 멤버
추가"(Add new member) 태스크가 선택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이 태스크를 선택하면 새로운 멤버를 공유 공
간에 추가하기 위한 마법사가 활성화된다. 그렇지만, 공유 공간 증명서가 생성될 수 있기 전에, 새로운 멤버의 피어 투 피
어 증명서가 획득된다.

도 12 및 도 13은 새로운 멤버를 공유 공간에 추가하기 위한 마법사의 그래픽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마법사가 비교적 복
잡할 수 있는 동작을 통해 해당 멤버의 위치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마법사는 이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자의 관점
에서 볼 때 사용하기 쉬운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이 점에서, 도 18은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는 방법을 실행할 때 수행되는
여러가지 단계들을 나타낸 간략화된 흐름도이다.

새로운 멤버의 피어 투 피어 식별자를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공유 공간 멤버 마법사는 기존의 메신저 친구(messenger
buddy) 또는 이메일 어드레스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도 12 및 도 18에 연계되어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제1 방법 단계(1802)에서 이름 유형 선택을 요청하는 대화 상자(1202)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초대하는 사용자는 단계 1804에서 이름의 유형을 선택한다. 사용자가 단계 1804에서 이메일 주소의 입력을 선택하는 경
우, 초대받은 사용자는 "[그룹 소유자]가 [공유 공간의 이름] 공유 공간에 가입하도록 사용자를 초대하습니다. [공유 공간
의 이름] 공유 공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첨부 파일을 열어보십시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메일 메시
지를 수신하게 된다.

첨부 파일은 순전한 데이터를 포함하며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초대 마법사와 관련되어
있다. 초대된 사용자는 그 후에 단계 1808에서 첨부된 초대 파일을 연다. 파일을 여는 것은 단계 1810에서 초대 마법사를
기동시키게 되며 사용자가 대화 상자(1302)에 응답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 단계 1812에서, 초대된 사용자는 사용자에
게 제공된 마침(Finish) 콘트롤을 선택하는 등에 의한 초대의 수락을 통해 그의 피어 투 피어 식별자를 다시 초대자로 전송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초대자는 초대된 사용자와 관련된 고유의 숫자 식별자를 수신할 뿐이다.

멤버의 피어 투 피어 식별자를 사용하여, 그룹 증명서가 생성된다. 사용자가 이제 공유 공간의 멤버임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부가의 이메일이 생성되어 사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

새로운 멤버가 그룹에 추가되는 방식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멤버 윈도우에서 이용가능한 나머지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한
다. 이들 태스크는 그룹의 기존의 멤버들에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선택가능한 "멤버 제거"(Remove member)
태스크는 멤버 리스트 내의 멤버가 선택되고 사용자가 공유 공간의 관리자이거나 그룹 소유자일 때만 보이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태스크는 이용할 수 없다. "멤버 제거" 태스크를 선택하면 선택된 멤버의 공유 공간에의 액세스를 제거하게
된다. 장래에 공유 공간에 액세스하기 위해, 제거된 멤버는 그룹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공유 공간에 가입하도록 재초
대되어야만 한다. 멤버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멤버 이름 변경"(Change member name) 태스크를 사용자가 선택함으로써
멤버의 이름이 변경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 옵션은 멤버가 선택되고 현재의 사용자가 공유 공간의 관리자 또는
그룹 소유자일 때만 보인다. 이 옵션은 멤버 리스트 내의 항목을 우측 클릭하고 이름 변경(Rename) 옵션을 선택하거나 멤
버 리스트 내의 이름을 클릭하고 제자리 편집 필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선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멤버 태스크 창에서 이용가능한 최종 사용자 선택가능한 태스크는 "멤버 역할 변경"(Change member role) 옵션이다. 양
호한 실시예에서, 이 옵션은 멤버가 멤버 리스트에서 선택되고 현재의 사용자가 공유 공간의 관리자 또는 그룹 소유자일
때에만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경우, "멤버 역할 변경"은 이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이 옵션을 선택하여 활성화하면, 양호하게
는 도 14의 그래픽 윈도우 내의 제목 표시줄에 나타낸 바와 같은 멤버 역할 변경 마법사(1400)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다른 멤버의 드롭다운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는 멤버
이름 필드(1402)를 포함한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역할 필드(1404) 내의 잠재적인 역할의 드롭다운 리스트를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또한 그룹에서의 선택된 멤버의 액세스 및/또는 역할을 수정하기 위해 마침 버튼(1406) 등의
콘트롤을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는 멤버 리스트에 포함된 역할 필드를 클릭할 수 있다. 이 행위는 그 멤버에 대해 이용가
능한 유효 역할을 포함하는 콤비네이션 박스(combination box)가 제공되도록 한다. 이 리스트로부터 역할을 선택하면 멤
버 역할 변경 마법사와 동일한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공유 공간에 포함된 파일 및 디렉토리는 종래의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및 디렉토리가 액세
스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액세스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용자 경험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적절한 설정
이 전술한 바와 같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모든 파일이 로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없는
"(missing) 파일에 대해 통지를 받는다.

그룹 멤버들 간에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도 19의 플로우차트에서 단계 1904 및 단계 190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파일이 이
용가능하게 될 때 메타데이터가 모든 멤버들에게 전송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공유 파일의 아이콘을 렌더링하는 데 충
분하며, 일자, 시간, 썸네일 정보, 이름 크기, 및 선택적으로 정보의 소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소스 컴퓨팅 머신의 식
별자 및 생성자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공유 콘텐츠에 관한 메타데이터는 주어
진 머신에서 온 것이지만, 공유 콘텐츠는 다수의 소스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다. 즉, 공유 콘텐츠는 공유 콘텐츠가 존재하
는 임의의 머신으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는 다수의 피어가 그 소스로부터 공유 콘텐츠를 획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피어로부터 조금씩 다운로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룹 멤버가 이용가능한 공유 파일
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은 선택적으로 IP 주소, 최소 라우팅 시간, 및 다른 인자들의 관점에서 근접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하의 표는 공유 파일에 관한 필수적인 메타데이터 및 선택적인 메타데이터의 한가지 이러한 구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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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이, 파일의 이름 및 경로는 전송된 공유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유 파일의 컨테이너에
대한 식별자는 물론 파일이 존재하는 머신의 위치도 제공된다. 파일의 유형, 파일 크기, 및 수정 일자의 표시도 또한 포함
되어 있다. 선택적으로는, 전송된 파일은 공유 파일과 관련된 아이콘에 대한 썸네일 및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을 포함할 수 있다.

로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룹 공유 공간 파일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디스플레이 아이콘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도 15는 로컬이 아닌 파일을 포함하는 공유 공간 폴더의 그래픽 인터페이스(1500)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좌
측 창(1502)은 다른 시스템 상에서 이용가능한 "없는" 파일을 나타내기 위해 디스플레이 아이콘(1504)을 제공한다. 이 아
이콘은 희미하게 되어 있거나 반투명이다. 도 20의 플로우차트에 나타내어져 있는 바와 같이, 시스템은 공유 파일에 관한
메타데이터가 피어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수신하면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렌더링하며, 이는 방법 단계 2002
에 나타내어져 있다. 관심의 파일을 호스팅하는 시스템이 오프라인일 때, "없는" 다른 파일들은 사용자가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 아이콘(1506)은 빨간 "X자" 또는 그 파일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다른 적당한 시각적 표
시의 작은 이미지를 포함하는 희미한 아이콘으로서 제공된다.

또한, 그룹 폴더 내의 콘텐츠가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고 콘텐츠의 구성이 어느 콘텐츠가 새로운 것인지 최근에 변
경되었는지를 분간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거나 최근에 변경된 폴더 및 파일 상에 "new" 표시가 제
공된다. 이 표시는 새로운 콘텐츠의 시각적 표시자를 제공한다.

공유 공간에 포함된 파일의 수정이 있을 때, 그룹 내의 다른 멤버들에 대해 통지가 행해진다(도 19의 단계 1902, 단계
1904, 및 단계 1906 참조).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통지의 수신 시에, 공유 파일의 복사본을 이전에 획득했던 멤버 머
신들은 오래된 파일의 로컬 복사본을 제거한다. 도 20의 단계 20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자동적으로
파일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때 이것은 공유 공간 폴더 내에서 파일의 시각적 표현을 "없는" 파일로 변경하게 된다. 한편, 공
유 파일의 자동 복제가 인에이블되어 있는 경우, 도 20의 단계 200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로컬 머신은 업데이트된 버전의
파일을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단계 200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절한 시각적 표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룹 공간 멤버가 로컬적으로 저장되지 않은 업데이트된 파일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은 먼저 로컬 머신으로 전송
되어야만 한다. 도 16은 전송 동작이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파일 복사 대화 상자(1600)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 파일이 로컬 머신 상에서 이용가능할 때, 공유 파일로의 바로가기를 제공하는 아
이콘이 파일 전송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될 수 있다. 열기 대화 상자를 통해 파일이 요청될 때, 파일 전송의 완료시에 파일
은 요청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열리게 된다. 사용자는 그래프(160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파일 전송의 시각적 표시를 제공받
는다. 도 16은 또한 파일 전송을 종료하기 위한 취소 콘트롤(1604)를 나타내고 있다.

공유 공간에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추가하거나 그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사용자는 도 17에 도시한 컨텍스트 메뉴(Context
Menu)(1700) 등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관심의 콘텐츠와 관련된 아이콘을 우측 클릭할 수 있다. 파일 시스템
메뉴의 룩앤필을 갖는 컨텍스트 메뉴(1700)가 제공되며, 이 메뉴는 탐색, 열기, 검색 등의 여러가지 사용자 선택가능한 메
뉴 옵션을 갖는다. 또한, 그 메뉴는 "공유"(share with) 메뉴 항목(1702)을 포함한다. 이 항목을 사용자가 선택함에 의해,
이용가능한 그룹의 드롭다운 리스트가 제공된다. 선택된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각각의 공유 공간은 도 17에 나타
낸 바와 같은 체크 마크(1704) 등의 그래픽 표현을 포함하게 된다. 선택된 항목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 공유는 공유 공간을
체크 해제(uncheck)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공유" 메뉴로부터 공유 공간을 체크 해제하는 것은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기부자의 복사본을 공유 공간으로부터 제거한다. 다른 그룹 멤버들이 공유 파일을 로컬적으로 전송한 경우, 그 파일은 양
호하게는 그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각 머신으로부터 제거된다.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파일들은 또한 다른 탐색 윈도우로부터 공유 공간 폴더로 드래그될 수 있다. 잘라내
기/복사 및 붙여넣기 편집 동작은 또한 파일을 공유 공간 폴더로 전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일은 사용자 행
위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로컬 공유 공간 폴더로 복사 및/또는 제거된다.

종래의 파일 및 디렉토리에서와 같이, 공유 파일 또는 디렉토리는 공유 멤버에 의해 공유 공간 계층 구조 내의 다른 위치로
즉시 이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유 멤버는 파일을 다른 폴더로 드래그할 수 있다. 멤버들은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공
유 공간 내에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다. 한 특징에 따르면, 다른 멤버가 공유 공간에 존재하는 임의의 디렉토리를 기
부하였지만 어느 멤버라도 그 디렉토리에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반면, 그 콘텐츠를 공유한 멤버만이 공유 공간 내의 그
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소스 머신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피어에 대한 메트릭을 유지한다. 이러한 메트릭은 피
어 머신의 응답 시간, 피어 머신의 이용가능성, 및 공유 데이터가 어떻게 획득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유사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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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나타낸다. 따라서, 공유 파일의 일부분이 다운로드된 다음에 중지된 경우, 그 다음에 그룹 멤버가 피어 네트워크에 연
결될 때 또는 그룹 멤버가 다운로드를 재개할 때 이전에 복사된 것 이후의 그 다음 장소에서 다운로드가 재개되도록 다운
로드 세션은 중지되고 재개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공유 공간이 모든 공유 정보를 암호화된 것으로서 전송하기 때문에 보안을 해소한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
서, 그룹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그룹 생성, 몇명의 그룹 멤버가 존재하는지, 회사 X의 직원이지만 회사 Y의 직원은 아닌 자
등 누가 멤버가 될 수 있는지, 도메인, 콘텐츠가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기업 정책을 제공한다. 그룹 정책은 그 정책과
관련한 도메인 내의 모든 머신들에 전송된다. 본 발명의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정책을 읽고 그를 따른다.

공유 파일은 때로는 비디오 파일 등의 큰 파일이기 때문에, 쓰로틀링(throttling)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
은 다른 머신으로의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 사용될 총 대역폭의 양을 지정하기 위한 사용자 옵션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대
안에서, 사용자는 사용자가 이메일 또는 브라우징을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그룹 공간 애플리케이션이 파일을 분배하기 위
해 여분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어떤 그룹들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공유 콘텐츠는 그 콘텐츠가 그룹 머신들 각각에 합법적으로 복사될 수 없도록 저작권 보호물 등의 저작권 보
호 자료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복사본이 생성되지 않고 그룹 멤버에 속하는 다른 머신 상에 저장되도록 애플리케이션은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이러한 다른 그룹 멤버는 보호 콘텐츠를 듣거나, 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경
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 위주일 수 있거나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자료가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보호됨을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전송 동안, 사용자는 전송을 중단 및 시작하는 것은 물론 전송의 상태를 전달 퍼센트로 관찰할
수 있다.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파일 전송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룹 멤버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및 그들이 다른 그룹 멤버에게 어떻게 인증을 받는지를 기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즉시 구
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그룹 멤버들에게 전송된 콘텐츠는 여하튼 간에 암호화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실제 세계 시나리오에 따라 그룹 멤버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그
의 자식들의 방대한 양의 사진들과 몇몇 비디오를 찍을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특히 비디오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들 및 다른 파일을 그의 친척들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할 가족 공유 공간을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다. 다른 실제 세계의 예에서, 사용자는 그의 업무팀의 몇몇 멤버 및 시사회에서 만난 2~3명의 파트너와의 회의를 스케
쥴링할 수 있다. 사용자가 다른 회의 참가자들과 어떤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므로, 사용자는 그 회의에 대한 그룹 공유 공간
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팀 멤버 및 파트너를 그룹에 추가하기 위해 사용자 "주변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사용한다. 사용자는
또한 원하는 바에 따라 공유 공간에 프리젠테이션 및 다른 자료를 사전 배치할 수 있다. 출석자들이 회의에 도착하고 그 회
의에 대비하여 컴퓨팅 시스템에 전원을 켬에 따라, 출석자들은 공유 공간에 생성되었음을 통지 받고 공유 공간에 가입하여
문서에 액세스한다. 또한, 이러한 출석자들이 그 회의에 관한 다른 자료를 즉시 추가할 수 있다. 회의가 종료할 때, 사용자
및/또는 다른 출석자들은 공유 공간을 삭제하거나 계속적인 협동을 위해 그를 유지할 수 있다.

여러가지 활동들이 그룹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파일 공유, 텍스트 및/또는 오디오 비쥬얼에 의한 채
팅, 게임, 화이트 보딩(white boarding), 메시지 보딩(message boarding), 콘텐츠 기부, 소프트웨어 및 패치의 배포를 포
함할 수 있다. 실제로, 본 발명은 예를 들어 날씨 예보, DNA 매핑과 같은 복잡한 생물학적 문제, 천문학상의 프로세스 분석
또는 그룹 콘텐츠 내에서의 기본적인 연구 태스크 검색 등의 분산 컴퓨팅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그룹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페이스가 기술되어 있음을 잘 알 것이다. 본 발명의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가능한 실시예를 고려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들이 예시적인 것이
며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당업자라면 소프트웨어로 나타낸
예시된 실시예의 구성요소들이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거나 예시된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구성 및 세부사항이 수정될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이 주로 퍼스널 컴퓨터 및 그의 관련
디스플레이와 데스크톱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본 발명이 PC 또는 종래의 데스크톱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알아야만
한다. 그 대신에, 본 발명은 또한 시각적 디스플레이 기능을 지원하는 다른 장치 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
에 기술된 발명은 이하의 청구항 및 그의 균등물의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실시예를 생각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를 통해 그룹의 제1 멤버와 상기 그룹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멤버 사이의 파일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룹
상호작용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그룹 멤버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공유 파일 위치의 모습을 제공하기 위한 제1 디스플레이 영역을
포함하는 그룹 공간; 및

상기 그룹 공간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태스크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제1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제2 디스플레이 영
역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콘트롤로서, 상기 제1 디스플레이 영역 내에 디스플레이된 파일들에 관하여 수행되는 동작
들의 결과가 적어도 하나의 다른 그룹 멤버에게 자동적으로 보이도록 상기 제1 디스플레이 영역에 위치한 파일들에 관하
여 소정의 동작들을 활성화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콘트롤(control)

을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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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peer-to-peer network)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태스크는 상기 제1 디스플레이 영역에 위치한 파일들에 관하여 드래그 앤 드롭 동작을 수행하는데 사
용가능한 제1 컴퓨터 파일 시스템 태스크를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태스크는 상기 제1 디스플레이 영역에 위치한 파일들에 관해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또는 편집 동
작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데 사용가능한 제1 컴퓨터 파일 시스템 태스크를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공간은 폴더 뷰에 디스플레이되는 하위폴더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용자는 상기 제1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허가(permission)에 기초하여 상기 공유 공간 내의 파일들에 관하여 파
일 시스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공간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멤버에게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는 고유의 식별자를 할당받는 그래픽 사용자 인
터페이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공간에 액세스하는 상기 그룹 멤버들 각각은 상기 다른 그룹 멤버들에게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는 고유의 식별자
를 할당받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디스플레이 영역에 위치한 제2 콘트롤을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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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콘트롤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그룹 멤버에 대한 복수의 역할 중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 상기 제1 사용자에 의
해 선택가능한 드롭-다운 메뉴를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디스플레이 영역에 위치한 제2 콘트롤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2 콘트롤은 적어도 하나의 부가의 그룹 멤버를 추가하기 위해 상기 제1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 공간의 상기 모습은 상기 제1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그룹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그룹 멤버에 디스플레이되는 대응하는 그룹 공간의 모습이 또한
상기 제1 그룹 공간의 변경과 부합하게 변경되도록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용자에 의해 드롭된 파일의 표시를 수신하기 위한 파일 드롭 타겟(file drop target)을 더 포함함으로써, 상기
표시에 대응하는 통지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온라인 그룹 멤버에게 자동적으로 송신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용자에게 그룹 리스트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선택가능한 표시자를 더 포함하며,

상기 그룹 리스트는 복수의 아이콘의 상기 리스트 내의 상기 멤버들 각각에 대한 역할의 표시 필드를 포함하며, 각각의 아
이콘은 상기 제1 사용자가 속해 있는 그룹을 나타내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멤버 리스트는 각각의 그룹 멤버에 의한 상기 네트워크로의 접속에 관한 표지를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
이스.

청구항 15.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그룹의 제1 온라인 멤버와 상기 그룹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온라인 멤버 사이의 온라인 그룹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드롭 시에 상기 그룹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온라인 멤버에게도 역시 보이게 되는 적어도 하나의 파일 아이콘에 대한
드롭 타겟으로서 기능하는 제1 공유 공간 디스플레이 영역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드롭된 파일 아이콘과 관련된 공유
파일이 상기 관련된 아이콘을 선택함으로써 검색될 수 있는 제1 공유 공간 디스플레이 영역; 및

상기 제1 공유 공간 디스플레이 영역에 관해 수행될 동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기 제1 사용자에 의해 선택가능한 적어
도 하나의 시각적 태스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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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청구항 17.

네트워크를 통해 제1 사용자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룹 공간을 형성하는 방
법으로서,

상기 제1 사용자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사용자를 포함하는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제1 선택가능한 태스크를 상기 제1 사용
자와 관련시키는 그룹 폴더 객체를 제1 사용자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기 제1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1 사용자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사용자 사이의 그룹 통신 세션을 개시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컴퓨팅 장치로 통신을 송신함으로써 상기 그룹에 가입하라는 요청을 상기 제
1 사용자로부터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사용자와 관련된 고유의 숫자 식별자를 수신함으로써 상기 초대 요청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그룹 공간 형성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태스크 선택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사용자에게 그룹 공간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그룹 공간은 상기 제1 그룹과 유일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룹 공간 형성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공간은 상기 제1 사용자 및 상기 그룹의 멤버인 적어도 하나의 다른 사용자를 포함하는 멤버 리스트와 관련된
제2 선택가능한 그룹 아이콘을 포함하는 그룹 공간 형성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그룹 공간 형성 방법.

도면

공개특허 10-2005-0039553

- 13 -



도면1

공개특허 10-2005-0039553

- 14 -



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5-0039553

- 15 -



도면4

도면5

공개특허 10-2005-0039553

- 16 -



도면6

도면7

공개특허 10-2005-0039553

- 17 -



도면8

도면9

공개특허 10-2005-0039553

- 18 -



도면10

도면11

공개특허 10-2005-0039553

- 19 -



도면12

도면13

공개특허 10-2005-0039553

- 20 -



도면14

도면15

공개특허 10-2005-0039553

- 21 -



도면16

도면17

공개특허 10-2005-0039553

- 22 -



도면18

공개특허 10-2005-0039553

- 23 -



도면19

도면20

공개특허 10-2005-0039553

- 2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1
명세서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실시예 3
청구의 범위 10
도면 13
 도면1 14
 도면2 15
 도면3 15
 도면4 16
 도면5 16
 도면6 17
 도면7 17
 도면8 18
 도면9 18
 도면10 19
 도면11 19
 도면12 20
 도면13 20
 도면14 21
 도면15 21
 도면16 22
 도면17 22
 도면18 23
 도면19 24
 도면2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