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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웹 문서를 제공하는 웹 서버, 웹 서버에서 제공된 웹 문서
를 편집하여 적어도 하나의 주석을 삽입하며 적어도 하나의 주석 데이터에 대한 정합된 명령을 생성하는 주석 편집기, 주
석 편집기에 의해 생성되어진 정합된 명령을 포함하는 정합 메타 파일을 저장하는 주석 파일 데이터베이스(DB)를 구비한
다. 따라서,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가능
하도록 해 주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많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 사업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사용자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에 대한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주석처리기 컴포넌트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기능도 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저작자 및 사용자 주석 명령에 대한 구조도 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화 정보의 구조도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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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주석정합모듈의 처리 흐름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정합된 명령의 구조도 이며,

  도 7은 뉴스 사이트에 대한 대표 구조도 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주석편집기 110 : 주석처리부

  111 : 입출력 모듈 112 : 주석정합모듈

  120 : 요청처리부 130 : 사용자 인터페이스

  200 : 주석서버 300 : 주석 파일 DB

  310 : 주석데이터 311 : 저작자 주석(AA)

  312 : 컨텐츠 제공자 주석(CPA) 313 : 사용자 주석(UA)

  320, 3510, 3520, 3560, 3570, 4230 : 정합 메타 파일

  400: 주석처리기 활용시스템 410 : 전처리 컴포넌트

  420 : 주석처리기 컴포넌트 430 : 후처리 컴포넌트

  500-1∼n : 제1∼n 단말기 600 : 웹서버

  2100 : 사용자별 주석 및 정합 메타파일 테이블

  2200 : 기본 주석 및 정합 메타파일 테이블

  4210 : 웹 문서 4220 : 장치 컨텍스트

  4240 : 신규 웹 문서 4290 : 요청정보

  3210, 3220 : 저작자 주석 명령 3310, 3320 : 컨텐츠 제공자 주석 명령

  3410, 3420 : 사용자 주석 명령 3211, 3411, 3591 : 목표 노드의 주소

  3212 : 중요도 3213, 3217 : (저작자 주석 명령의)명령

  3412, 3417 : (사용자 주석 명령의) 명령

  3214, 3413, 3593 : 컨텍스트

  3215, 3216, 3415, 3416, 3595 : 대체 가능 자원

  3414, 3594 : 행위 1400 : 동기화 정보

  1410 : 자주 변하는 노드 리스트 1420 : 자주 변하지 않는 노드 리스트

  1411, 1415 : 노드(정보) 1412 : 노드 주소

  1413 : 변하는 주기 1414 : 하위 포함 여부

  3590 : 정합된 명령 3592, 3413 : (정합 메타 파일의) 명령

  1500 : 뉴스 사이트 구조 1510 : 주메뉴

  1520 : 부메뉴 1530 :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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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1, 1532, 1533 : 뉴스항목 1540 : 광고

  1541, 1542, 1543 : 광고항목 1550 : 꼬리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컨텍스트 정보에 기반한 주석을 웹 문서에 결합시
켜 단말기에 맞는 신규 웹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서비스하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컨텐츠는 초기 저작시에 서비스되어 지는 대상 단말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며, 이 단말기에는 상술한 컨
텐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표시기가 있다.

  즉, 컨텐츠 표시기가 있는 다수개의 단말기(예로, PC, 핸드폰, PDA 등)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단말기를 통해
정보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컨텐츠를 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다수개의 단말기들에 동일한 컨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단말기 종류별, 마크업 언어별(예로, HTML, WML
등)로 컨텐츠를 새로 작성해 주어야 하지만, 단말기의 종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말기 종류별, 마크
업 언어별로 컨텐츠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컨텐츠 제공에 관련된 기술로는 2001년 2월 1일 2002-4746으로 출원된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과,
2000년 4월 11일 2000-19086으로 출원된 "가상 레이어 기반의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문서(에이치티엠엘) 주석 및 저장
방법"과, 1998년 10월 20일 "system for annotation overlay proxy configured to retrieve associated overlays
associated with a document request from annotation directory created from list of overlay groups" 등에 개시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시된 선행기술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은 다수의 책에서 원하는 내용만을
추출하여 이용하는 목적을 갖으며, 다수의 책 정보를 버전별로 분류하고 사용자로부터의 검색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장
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억세스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여 새로운 책 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전자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양한 기존 컨텐츠를 단말기 종류마다 서비스 가능한 형태로 새로 생
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검색어 또는 버전과 같은 기준에 따라 특정 부분을 새로운 문장영역으로 분류하여 이 부분
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한정된 단점을 가진다. 특히, 선행 특허에서 주석은 전자책에 대한 참조정보 표시에만
사용되며, 전체 처리과정상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특징을 갖는다.

  다음으로, 가상 레이어 기반의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문서(에이치티엠엘) 주석 및 저장방법은 검색하는 웹 브라우저가 표
현하는 HTML 문서상에 가상의 투명 레이어를 설정하고, 그 위에 HTML 문서의 검색자가 필요한 밑줄 또는 글자를 기입
한다던가 선이나 도형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객체화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으며, 이러한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웹 검색기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하거나 자바 응용 프로그램 형태로
구현하여 주석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GIF 그림 포맷으로 변환한 뒤 HTML 구문에 삽입하여 저장하고, 이를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이다.

  즉, 주석은 사용자가 특정 주소의 웹 문서에 대한 참고 정보로 보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이 객체가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
어 그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system for annotation overlay proxy configured to retrieve associated overlays associated with a
document request from annotation directory created from list of overlay groups는 존재하는 웹 문서에 대한 다양한
코멘트 소스로부터 주석 오버레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존재하는 웹 문서의 내용에 대한 변형(내
용 추가, 삭제, 대체, 특정 조건에 프로그램 수행)을 가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갖으며, 이미 존재하는 웹 문서에 대한 변형
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석문서를 만들고, 이 주석문서를 원본 문서와 병합(머지)하여 변형된 문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메커니즘이다.

  이와 같이, 선행 특허에 개시된 기술을 살펴보았을 때, 주석 정보가 단순 참조 정보 역할만을 하거나,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의 성능이나 브라우저의 표시 능력 등의 장치 컨텍스트 정보에 상관없이 기존 웹 문서에 변형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제공되는 컨텐츠의 종류가 다양하고,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단말기의 종류가 빠르게 늘어
나는 상황에서 이들 단말기에 맞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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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단말기 상의 브
라우저의 표시 능력에 관련된 컨텍스트 정보에 기반하여 저작자, 컨텐츠 제공자 및 사용자가 각각 자신의 역할에 맞는 주
석을 웹 문서에 달 수 있도록 하여, 이 주석들을 정합하여 생성된 정합 메타파일과 컨텍스트 정보간을 결합시켜 단말기에
맞는 신규 웹 문서를 생성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서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는
웹 문서를 제공하는 웹 서버, 웹 서버에서 제공된 웹 문서를 편집하여 적어도 하나의 주석을 삽입하며 적어도 하나의 주석
데이터에 대한 정합된 명령을 생성하는 주석 편집기, 주석 편집기에 의해 생성되어진 정합된 명령을 포함하는 정합 메타
파일을 저장하는 주석 파일 데이터베이스(D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서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방법은 웹 문서를 편집하여 적어도 하나의 주석
을 삽입하며 적어도 하나의 주석 데이터에 대한 주석 정합 명령을 생성하는 주석 편집 단계, 적어도 하나의 주석 데이터와
적어도 하나의 주석 데이터에 대한 정합 명령을 포함하는 정합 메타 파일을 주석 파일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는 정합
명령 생성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에 대한 구성도로서, 주석 편집기(100)와, 주석 서버(200)와, 주석
파일 데이터베이스(DB)(300)와, 주석 처리기 활용 시스템(400)과, 제1∼n 단말기(500-1∼n)와, 웹 서버(600)를 포함한
다.

  주석 편집기(100)는 주석 달기 주체(저작자, 컨텐츠 제공자 또는 사용자)로 웹 문서에 대해 주석을 다는 블록으로서, 입
출력 모듈(111) 및 주석 정합 모듈(112)을 갖는 주석 처리기(110)와, 요청 처리부(120)와, 사용자 인터페이스(130)를 구
비한다.

  이중, 사용자 인터페이스(130)는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URL을 요청 처리부(120)에 입력하면, 요청 처리부(120)는 웹 서
버(600)에 URL 요청을 전달하여 URL에 대한 웹 문서를 제공받아 사용자 인터페이스(130)를 통해 화면에 표시한다.

  주석 처리기(11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화면에 웹 문서가 표시된 상태에서, 주석 편집기(100)에서 제공되는 방식
인 위지위그(wysiwyg) 형식으로 주석을 작성한 다음에 작성된 주석과 주석 정합 모듈(112)을 통해 정합된 정합 메타파일
을 입출력 모듈(110)을 통해 주석 서버(200)에 제공한다. 이때, 주석 달기 주체에 따라 작성되는 주석의 구조 및 내용이 달
라진다.

  여기서, 주석 정합 모듈(112)은 저작자 또는 컨텐츠 제공자 또는 사용자가 동일한 주소의 웹 문서 구성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하는 주석을 달 경우 이들 간의 충돌을 정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모듈이다.

  즉, 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나의 URL에 대해 주석이 최대 3개까지 사용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컨텐츠에 대해 주석 행위
주체별로 명령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동작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석정합모듈의 처리 흐름도로서, 주석 정합 모듈
(112)의 동작 과정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주석 정합 모듈(112)에 의해 주석정합이 시작될 경우, 총 7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주석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원본 웹 문서를 그대로 전송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흐름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각 경우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합은 표 1의 주석 정합 종류별 처리 방식과 같다.

  

표 1.
 경우  처리방식

AA만 존재하는 경우 ·중요도가 “높음”일 때 : 정합 메타파일에 컨텐
츠 유지 명령 생성
·중요도가 “보통”일 때 : 정합 메타파일에 컨텐
츠 대체 명령 생성
·중요도가 “낮음”일 때 : 정합 메타파일에 아무
것도 만들지 않음(자동 삭제로 인식)

CPA만 존재하는 경우 CPA의 컨텐츠 제공자 주석 명령 부분을 정합 메타
파일에 생성

UA만 존재하는 경우 UA의 컨텐츠 제공자(사용자) 주석 명령 부분을 정합 메타
파일에 생성

AA와 CPA가 존재하는 경우 ·AA의 중요도가 “높음”일 때 : 정합 메타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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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유지 명령 생성
·그 외의 경우 : CPA의 컨텐츠 제공자 주석 명령
부분을 정합 메타파일에 생성

AA와 UA가 존재하는 경우 ·AA의 중요도가 “높음”일 때 : 정합 메타파일에
컨텐츠 유지 명령 생성
·그 외의 경우 : UA의 사용자 주석 명령 부분을
정합 메타파일에 생성

AA+CPA+UA가 존재하는 경우 AA+UA가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CPA+UA가 존재하는 경우 UA만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상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주석들을 정합하여 정합 메타 파일(320)이 생성되는데, 이 정합 메타 파일(320)은 도 6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정합된 명령의 구조도로서, 정합된 명령(3590)들로 구성된다.

  즉, 도 6을 참조하면, 정합된 명령(3590)들이 다수 개 모여 정합 메타 파일(320)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저작자, 컨텐츠 제공자 및 사용자 주석 명령들을 정합하여 정합된 명령을 생성할 때, 컨텐츠 제공자 및 사용
자 주석 명령은 정합된 명령의 구조와 동일하여 문제가 없으나, 저작자 명령이 정합된 명령을 이룰 경우 이들 구조간의 변
환이 필요한데, 이 변환은 표 2의 저작자 명령과 정합된 명령간의 변환과 같다.

  

표 2.
 저작자 명령  변환

중요도 “높음” ·저작자 명령의 목표 노드의 주소->정합된 명령의 목표
노드의 주소
·저작자 명령의 컨텍스트->정합된 명령의 컨텍스트
·정합된 명령에 행위 추가, 행위는 “현재 컨텐츠 유지”

중요도 “보통” ·저작자 명령의 목표 노드의 주소->정합된
명령의 목표 노드의 주소
·저작자 명령의 컨텍스트->정합된 명령의
컨텍스트
·정합된 명령에 행위 추가, 행위는 “텍스
트로 대체” 또는 “URL로 대체”,
저작자 명령의 대체 가능 자원이
텍스트일 경우 “텍스트로 대체”,
대체 가능 자원이 URL일 경우
“URL로 대체”
·저작자 명령의 대체 가능 자원->정합된
명령의 대체 가능 자원

중요도 “낮음” 정합된 명령을 생성하지 않음, 정합 메타
파일에 관련 정보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
목표 노드의 주소”부분에 있는 컨텐츠는

“삭제”로 처리됨.

  상술한 바와 같은 정합의 결과로 정합 메타 파일(320)이 최종적으로 생성되며, 만약 이 정합 메타 파일(320)이 AA(311)
또는 CPA(312) 또는 AA(311)와 CPA(312)의 정합 결과로 생성된 것이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석처리기 컴포넌트
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기능도로서, 기본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200)에 저장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자
별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100)에 저장된다.

  주석 서버(200)는 주석 편집기(100)로부터 제공된 주석 데이터를 주석 파일 DB(300)에 제공한다.

  주석 파일 데이터베이스(300)는 주석 서버(200)로부터 제공되는 주석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 주석 데이터는 주석 달기
주체에 따라 저작자 주석(AA)(311)과, 컨텐츠 제공자 주석(CPA)(312)과, 사용자 주석(UA)(313)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AA(311)와 CPA(312)는 기본 주석 및 메타 파일 테이블(2200)에 저장되어 관리되며, UA(313)는 사용자별 주석 및 메타
파일 테이블(2100)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여기서, 주석 달기 주체별 행위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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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행위주체  행위

저작자 컨텐츠에 중요도 부여, 컨텐츠의 특정 부분에 대한 대체 가능한 컨텐츠 지정

컨텐츠 제공자 컨텐츠에 대한 기본 주석 제공(삭제, 유지, 대체)

사용자 사용자가 원하는 주석 달기 기능(삭제, 유지, 대체)

  상술한 바와 같은 주석 달기 주체별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2 및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작자 주석 명령들(3210,
3220)로 구성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작자 및 사용자 주석 명령에 대한 구조도로서, 저작자 주
석 명령(3210)은 목표 노드의 주소(3211)와 중요도(3212) 및 다수개의 명령(3213, 3217)으로 구성된다.

  즉, 저작자 주석 명령(3210)내 목표 노드의 주소(3211)는 웹 컨텐츠 내의 특정 요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XPath나
XPointer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중요도(3212)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중요도(3212)가 “높
음” 이라는 것은 원본 컨텐츠가 어떠한 장치에서도 그대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도가 “보통”이라는 것은
원본 컨텐츠가 보여져야 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도가 “낮음” 이라는 것은
필요한 경우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수개의 명령(3213, 3217)은 컨텍스트 정보(3214)와 대체 가능 자원의 리스트(3215, 3216)로 구성되는데, 이
중 컨텍스트 정보(3214)는 단말기의 하드웨어적인 능력이나 브라우저의 표시 능력에 대한 기술을 조합한 것으로, 그 예로,
특정 단말기는 "화면의 크기는 300 x 300 픽셀 이상이고, 마크업 언어 HTML을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와 같은
컨텍스트를 기술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저작자 주석 명령(3210)의 일례를 들면 표 4의 저작자 주석 명령의 일례와 같다.

  

표 4.
 목표 노드의 주소  html/body/img[1]

 중요도  보통
 컨텍스트  장치의 종류가 인터넷 접속 가능한 폰

 대체 가능 자원  “이것은 바다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저작자 주석 명령(3210)이 있을 경우 이것은 현재 웹 문서의 첫 번째 이미지는 중요도가 보통인 것으
로, 만약 이 웹 문서에 접근하는 장치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폰(phone)일 경우, "이것은 바다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라
는 문자를 대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PA(312)는 컨텐츠 제공자 주석 명령들로 구성되며, UA(313)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사용자 주석 명령(3410)들로 구
성되며, 컨텐츠 제공자 주석 명령은 사용자 주석 명령(3410)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즉, 도 3의 사용자 주석 명령(3410)은 목표 노드의 주소(3411)와 명령(3412, 3417)들로 구성되는데, 이중, 목표 노드의
주소(3411)는 저작자 주석 명령(3210)에서 목표 노드의 주소(3211)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명령(3412,
3417)은 컨텍스트 정보(3413)와 행위(3414) 그리고 대체 가능 자원의 리스트(3415, 3416)로 구성된다.

  사용자 주석 명령(3410)의 일 예는 표 5의 사용자 주석 명령의 일례와 같다.

  

표 5.
 목표 노드의 주소  html/body/img[1]

 컨텍스트  장치의 종류가 인터넷 접속 가능한 폰
 행위  텍스트로 대체

 대체 가능 자원  “바다 사진”

  상술한 바와 같은 현재 웹 문서의 첫 번째 이미지는 장치의 종류가 인터넷 접속 가능한 폰(phone)에서 텍스트 "바다 사진
”으로 대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 주석 명령(3410)에서 행위(3414)에는 “현재 컨텐츠 유지”, “텍스트로 대체”, “URL로 대체”가 있는데, 이중
“현재 컨텐츠 유지”는 원래 컨텐츠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이고, “텍스트로 대체”는 대체 가능 자원(3415, 3416)에 명
시된 텍스트로 원본 컨텐츠를 대체하라는 의미이고, “URL로 대체”는 원본 컨텐츠를 대체 가능 자원(3415, 3416)에 명시
된 URL로 대체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행위(3414)에서 “삭제”는 명시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행위(3414)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삭제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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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실시예로서, 대체 가능 자원(3415, 3416)에는 저작자 주석 명령(3210)의 명령(3213, 3217)에서 기술된 대체 가능 자
원(3215, 3216)이 올 수도 있다. 즉, 사용자는 특정 자원에 대한 대체 자원을 저작자가 대체 가능한 자원(3215, 3216)이
라고 기술한 자원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자원으로 고를 수도 있다.

  CPA(312)와 UA(313)가 구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CPA(312)는 웹 문서에 대한 기본 사용자 주석을 제공함에
따라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웹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CPA(312)를 자신의 기본 사용자 주석으로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하나의 유일한 주소(URL)를 가지는 웹 문서에 대해 AA(311) 및 CPA(312)은 1개 또는 0개가 존재할 수 있고,
UA(313)은 사용자마다 1개 또는 0개씩 존재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주석 달기 주체가 주석 달기를 완료하여 주석이 기본 주석 및 메타 파일 테이블(2200) 또는 사용자별 주석
및 메타 파일 테이블(2100)에 저장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정합 메타 파일(320)이 업데이트(update)되어 저장된다.

  여기서, 주석 파일 DB(300)내의 테이블 내용이 업데이트(update)되는 일 예는 표 6과 같다.

  

표 6.
 순서  행동  결과
 1  URL-1에 대해 저작자가 주석을 단다. AA-1이 테이블에 저장됨.

RMF-1이 테이블에 저장됨.
 2  URL-1에 대해 컨텐츠 제공자가 주석을 단다. CPA-1이 테이블에 저장됨.

RMF-1이 수정되어 저장됨.
 3  ID가 A1인 사용자가 URL-1에 대해 주석을 단다. UA-A가 테이블에 저장됨.

RMF-A가 테이블에 저장됨.
 4  ID가 A2인 사용자가 URL-2에 대해 주석을 단다. UA-B가 테이블에 저장됨.

RMF-B가 테이블에 저장됨.

  즉, 표 6의 DB 테이블 생성 및 업데이트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최초 저작자가 URL-1에 대해 주석을 달 경우, 저작자 주석(3210)이 기본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200)에 저장되
고, 이 주석 파일로 생성될 수 있는 정합 메타 파일(RMF-1)(3510)이 주석 정합 모듈(112)에 의해 만들어져 기본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200)에 저장된다.

  2. 컨텐츠 제공자가 URL-1에 대해 주석을 달면 컨텐츠 제공자 주석(3310)이 기본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200)에 저
장되고, 주석 정합 모듈(112)에 의해 이 주석(3310)과 기존에 있던 저작자 주석(3210)을 정합하여 새로운 정합 메타파일
(업데이트된 RMF-1)(3510)이 생성되고, 기본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200)에 저장된다.

  3. 사용자 A1이 URL-1에 대해 주석을 달면 사용자 주석(3410)이 사용자별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100)에 저장되
고, 이 주석(3410), 저작자 주석(3210) 및 컨텐츠 제공자 주석(3310)을 정합한 정합 메타파일(RMF-A)(3560)이 주석 정
합 모듈(112)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자별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100)에 저장된다.

  4. 사용자 B1이 URL-1에 대해 주석을 달면 사용자 주석(3420)이 사용자별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100)에 저장되고,
이 주석(3420), 저작자 주석(3210) 및 컨텐츠 제공자 주석(3310)을 정합한 정합 메타파일(RMF-B)(3570)이 주석 정합
모듈(112)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자별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100)에 저장된다.

  주석 처리기 활용 시스템(400)은 구성하기에 따라 웹 서버(600)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고, 프록시 형태로 별도
의 시스템 상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제1∼n 단말기(500-1∼n)중 사용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의의 단말기상의 브라우저
에서 원하는 URL을 보고자 요청하게 될 경우, 이 요청 정보(4290)를 웹 서버(600)에 제공하고, 요청 정보(4290)에 대응
하는 웹 문서(4210)를 웹 서버(600)로부터 제공받는 블록으로서, 내부적으로 전처리 컴포넌트(410)와, 주석 처리기 컴포
넌트(420)와, 후처리 컴포넌트(430)를 구비한다.

  전처리 컴포넌트(410)는 웹 서버(600)로부터 제공된 웹 문서(4210)에 대하여 필요한 처리(예로, 장치 컨텍스트 정보 추
출 등)를 완료하여 주석처리기 컴포넌트(420)에 제공한다.

  주석처리기 컴포넌트(420)는 전처리 컴포넌트(410)에 의해 처리 완료된 웹 문서(4210)에 포함된 URL 및 사용자 ID 정
보를 키로 하여 주석 파일 DB(300)에서 정합 메타 파일(320)을 가져온다. 이때, 사용자 ID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임), 기본 주석 및 메타파일 테이블(2200)에서 정합 메타 파일(3510, 3520)을 가져오며, 사용자 ID가 존
재할 경우(로그인한 사용자임)에는 사용자별 주석 및 정합 메타파일 테이블(2100)에서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합 메타
파일(3560, 3570)을 가져온다.

  주석처리기 컴포넌트(420)는 웹 문서(4210)와 전처리 컴포넌트(410)에서 추출된 장치 컨텍스트 정보(4220) 및 주석 파
일 DB(300)에서 가져온 정합 메타 파일(4230, 320, 3560, 3570, 3510, 3520)을 결합하며, URL을 요청한 제1∼n 단말
기(500-1∼n)중 사용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의의 단말기상의 브라우저에 컨텍스트를 만족시키는 신규 웹 문서(4240)
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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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처리 컴포넌트(430)는 필요할 경우 태그변환, 문서 단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 후에 최종적인 결과 문서를 제1∼n 단
말기(500-1∼n)중 사용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의의 단말기상의 브라우저에 전송하여 서비스를 완료하게 된다.

  웹 서버(600)는 주석 처리기 활용 시스템(400)으로부터 요청된 URL에 해당하는 웹 문서(4210)를 주석처리기 활용시스
템(400)에 전달한다.

  한편,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뉴스 사이트의 구성을 이루는 도면으로, 이러한 구성을 갖는 뉴스 사이트가 있
다고 가정한다.

  먼저, 전체 사이트는 잘 변하지 않는 부분인 주메뉴(1510), 부메뉴(1520), 주요뉴스(1530), 광고(1540) 부분과 자주 변
하는 부분인 뉴스-1(1531), 뉴스-2(1532), 뉴스-N(1533), 광고-1(1541), 광고-2(1542), 광고-M(1543)과 같은 부분으
로 나누어질 수 있다.

  만약, 오늘 뉴스-N(1533)을 PDA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두었는데, 내일 뉴스에는 뉴스가 N-1개 밖에 존재
하지 않는다면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도 4의 동기화 정보의 구조 도면에 도시된 동기화 정보 개념을 기술한 것이다.

  즉, 동기화 정보(1400) 구조는 자주 변하는 노드 리스트(1410)와 자주 변하지 않는 노드 리스트(1420)로 구성되며, 각각
은 노드(1411, 1415) 정보들을 포함한다.

  노드 정보(1411)는 다시 노드 주소(1412)와 변하는 주기(1413), 하위 포함여부(1414)로 구성되는데, 하위 포함여부
(1414)는 특정 노드의 하위에 있는 컨텐츠 요소들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이다.

  동기화 정보(1400)는 저작자가 주석편집기(10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130)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저작자, 컨텐츠 제공
자 및 사용자 주석을 만들기 전에 작성된다. 저작자는 주석편집기(10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130)에서 제공해 주는 도구
에 따라 웹 문서의 특정부분을 자주 변하는 노드 또는 자주 변하지 않는 노드로 분류하고 이를 저장한다. 이렇게 한 후 나
중에 저작자, 컨텐츠 제공자 및 사용자 주석을 달 때, 주석편집기(10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130)는 이 내용을 화면상에
표시해 줌으로써, 저작자, 컨텐츠 제공자 또는 사용자가 주석을 달 때 그 부분이 자주 변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려
주어 자주 변하는 부분이면 주석을 달지 않던가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설명한 본 발명은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단말기 상의 브라우저의 표시 능력에 관련된 컨텍스트 정보에 기
반하여 저작자, 컨텐츠 제공자 및 사용자가 각각 자신의 역할에 맞는 주석을 웹 문서에 달 수 있도록 하여, 이 주석들을 정
합하여 생성된 정합 메타파일과 컨텍스트 정보간을 결합시켜 단말기에 맞는 신규 웹 문서를 생성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기
존에 제작된 웹 문서를 이용하여 화면 크기, 이미지 표시 능력 등 성능 및 특성이 상이한 다수의 단말기에 기존 웹 문서를
신속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저작자, 컨텐츠 제공자가 주석을 달 수 있고, 장치의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컨텐츠,
단말기 등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환경에서도 이들 단말기에 맞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 주고, 서비스 이용자에
게는 많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 사업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석기반 웹 문서 자동 생성장치에 있어서,

  웹 문서를 제공하는 웹 서버와,

  상기 웹 서버에서 제공된 웹 문서를 편집하여 적어도 하나의 주석을 삽입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석 데이터에 대한 정
합된 명령을 생성하는 주석 편집기와,

  상기 정합되어진 명령을 포함하는 정합 메타 파일을 저장하는 주석 파일 데이터베이스(DB)

  를 포함하는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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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석 편집기는,

  사용자가 웹 문서에 대응하는 주소를 입력하며, 상기 웹 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주소에 대응하는 웹 문서를 화면에 표시
하며, 상기 웹 문서를 편집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석을 삽입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기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웹 서버로부터 상기 웹 문서를 요청하여 수신하며, 상기 수신된 웹 문서를 상기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 제공하는 요청 처리부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석 데이터에 대한 정합된 명령을 생성하며 상기 정합 명령을 주석 파일 데이터베이스(DB)에 전송
하는 주석 처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웹 문서에 대해 주석을 삽입함에 있어서 위지위그(wysiwyg)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주석 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은 상기 웹 문서의 저작자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자 주석(AA), 상기 웹 문서의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
제공자 주석(CPA), 또는 상기 웹 문서의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사용자 주석(UA)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석
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은 목표 노드의 주소, 상기 목표 노드의 중요도, 상기 목표 노드에 접속하는 사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적인 능
력이나 브라우저의 표시 능력을 나타내는 컨텍스트, 상기 목표 노드의 대체 가능 자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
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중요도는 "높음”, “보통”, 또는 “낮음”중의 하나로 표시되며, 상기 중요도가 “높음”일 때는 상기 목표 노드가 나타
내는 컨텐츠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기 중요도가 “보통”일 때는 상기 목표
노드가 나타내는 컨텐츠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 상에서 변경되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기 중요도가 “낮음”일
때는 필요한 경우 상기 목표 노드가 나타내는 컨텐츠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이 사용자 주석 또는 컨텐츠 제공자 주석일 경우에는 상기 목표 노드가 나타내는 컨텐츠에 대한 행위를 더 포함
하며, 상기 행위는 “현재 컨텐츠 유지”, “텍스트로 대체”, “URL로 대체”가 있으며, 상기 “현재 컨텐츠 유지”는 상기 컨텐
츠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이고, 상기 “텍스트로 대체”는 상기 대체 가능 자원에 명시된 텍스트로 상기 컨텐츠를 대체하
라는 의미이고, 상기“URL로 대체”는 상기 컨텐츠를 상기 대체 가능 자원에 명시된 URL로 대체하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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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정합 메타 파일을 생성함에 있어서,

  상기 저작자 주석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저작자 주석의 중요도가 "높음"일 때는 상기 정합 메타 파일에 컨텐츠 유
지 명령을 생성하며, 상기 저작자 주석의 중요도가 "보통"일 때는 상기 정합 메타 파일에 컨텐츠 대체 명령을 생성하며, 상
기 저작자 주석의 중요도가 "낮음"일 때는 상기 정합 메타 파일에 컨텐츠에 관한 명령을 생성하지 않으며,

  상기 컨텐츠 제공자 주석 또는 사용자 주석 중의 하나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주석을 정합 메타 파일로 생성하며,

  상기 저작자 주석과 컨텐츠 제공자 주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저작자 주석의 중요도가 "높음" 일 때 상기 정합
메타 파일에 컨텐츠 유지 명령을 생성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기 컨텐츠 제공자 주석을 정합 메타 파일로 생성하며,

  상기 저작자 주석과 사용자 주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저작자 주석의 중요도가 "높음" 일 때 상기 정합 메타
파일에 컨텐츠 유지 명령을 생성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기 사용자 주석을 정합 메타 파일로 생성하며,

  상기 저작자 주석, 컨텐츠 제공자 주석 및 사용자 주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저작자 주석의 중요도가 "높음"
일 때 상기 정합 메타 파일에 컨텐츠 유지 명령을 생성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기 사용자 주석을 정합 메타 파일로 생성
하며,

  상기 컨텐츠 제공자 주석 및 사용자 주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사용자 주석을 정합 메타 파일로 생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요청된 웹 문서의 주소를 상기 웹 서버에 제공하며,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웹 서버로부터 제공
된 웹 문서와 이에 대응하는 상기 주석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합 메타 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웹 문서를 생성하
는 주석 처리기 활용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 처리기 활용 시스템은,

  상기 웹 서버로부터 제공된 웹 문서에 기초하여 URL 및 사용자 ID를 포함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전처리 컴포넌트와,

  상기 URL 및 사용자 ID 정보를 키로 하여 상기 주석 파일 DB로부터 상기 웹 문서에 대응하는 정합 메타 파일을 읽어서
상기 웹 문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웹 문서를 생성하는 주석 처리기 컴포넌트와,

  필요에 따라 상기 새로운 웹 문서에 대해 태그변환, 문서 단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 후에 최종적인 결과 문서를 상기 사
용자 단말기에 전송하는 후처리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장치.

청구항 11.

  웹 문서를 제공하는 웹 서버 및 상기 웹 문서에 대응하는 주석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석 파일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는
주석기반 웹 문서 자동 생성장치에서의 주석기반 웹 문서 자동 생성방법에 있어서,

  상기 웹 문서에 대해 주석을 삽입하며, 상기 주석 데이터에 대한 정합된 명령을 생성하는 주석 편집 단계와,

  상기 주석 데이터와 상기 주석 데이터에 대한 정합 명령을 포함하는 정합 메타 파일을 상기 주석 파일 데이터베이스(DB)
에 저장하는 정합 명령 생성 단계

  를 포함하는 주석기반 문서 자동 생성방법.

청구항 12.

등록특허 10-0490734

- 10 -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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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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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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