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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선 통신을 통해 컨텐트를 선택적으로 캡처링하고 상기 캡처링된 컨텐트를 이동 통신 장치에 배포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동 장치가 근접 컨텐트 서버에 컨텐트 제공을 위한 요구를 전송

하는 데, 상기 컨텐트 서버는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의 리스트를 사용하여 상기 요구에 응답한다. 상기 이동 장치는 

특정의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2의 정제된 요구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컨텐트 서버는 요구된 컨텐트 항목을 상

기 이동 장치에 전송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컨텐트 서버가 상기 이동 장치에 포인터를 전송할 수 있는 데, 상기 포인

터는 네트워크 장소를 나타내며, 이러한 네트워크 장소로부터 사용자는 차후에 실제 컨텐트 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 장치는 현재 표시된 컨텐트 제공을 위한 요구를 컨텐트 서버에 전송한다. 상기 컨텐트 

서버는 화면 이미지를 캡처링하고 상기 캡처링된 이미지를 상기 이동 장치에 전송할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상기 컨

텐트 서버는 상기 표시된 컨텐트가 생성되게 했던 파일의 고유 파일 포맷으로 이루어진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공유 및 캡처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본 발명은 사용자로 하여금 이동

전화와 같은 통신 장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캡처링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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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여러 개인 및 학생은, 회의석 상에서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을 보고 있거나 또는 교실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

을 때, 종종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을 노트해 둔다. 화자 및 교사에 의한 보편적인 사례는 프리젠테이션 또는 수업 중에 

시각 교재로서 사용하기 위해 대형 표시 화면 상에 슬라이드를 투영하는 것이다. 상기 프리젠테이션 또는 수업을 받고

있는 여러 개인은 종종 노트하는 도중에 직접 전체 슬라이드를 복사한다. 그러나, 종종 화자 또는 교사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특정 개인이 이전의 슬라이드를 복사하기도 전에 다음 슬라이드를 표시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인은 비록 자신이 단지 파일로부터 특정의 항목만을 필요로 할 수 있더라도 데이터 파일의 사본을 

종종 요구한다. 예를 들면, 회의 참가자는 회의석상의 화자에 의해 제공된 40 슬라이드 PowerPoint� 프리젠테이션

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회의 참가자 자신이 15번째 슬라이드 상에 있는 통계의 사본을 얻고 싶어하

기 때문이다. 회의 참가자는 화자에게 자신의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하고, 화자는 차후에, 자신이 단지 회의 참가자에

게 요구된 슬라이드의 사본만을 전송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보다 많은 양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여, 전자 우편으로 

완전한 프리젠테이션의 사본을 회의 참가자에게 보낸다. 또한, 화자는 요구자에게 전자우편을 준비하고 이를 전송하

는 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

따라서, 당업계에 발전이 있으려면, 개인으로 하여금 예를 들면,이동 또는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컨텐트가 표시 화

면 상에 표시될 때 상기 컨텐트를 캡처링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휴대용 장치의 저장 용량은 종종 제한되며 종래의 PC 컴퓨터로부터 생성되거나 종래의 PC 컴퓨터에 저장되

는 데이터 파일을 캡처링하기에는 엄두도 못낼 만큼 적다. 만약 사용자가 종래의 PC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사하기

를 원하고, 또한 사용자가 원했던 데이터 파일을 복사할 정도로 충분한 저장 용량을 갖는 저장 매체(예컨대, 플로피 

디스크)를 지니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그 파일을 복사할 수 없다. 이동 전화 및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

al assistant; PDA)와 같은 휴대용 장치는 종종, 종래의 PC 상의 10 기가바이트(GB)에서 100 GB에 이르는 하드 드

라이브에 비해, 예컨대, 8 MB에서 64 MB에 이르는 단지 제한된 저장 용량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종종 단

지 휴대용 장치만을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복사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상기 장치가 전체 데이터 파일을 복사할 

정도로 충분한 무제한의 메모리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가지 공지된 방안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요구자의 전자 우편의 받은 편지함(inbox) 또는 

네트워크 저장 드라이브로 원했던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대량의 전자 우편 및 네트워크 

배포 리스트로 데이터 파일의 사본을 전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저장 드라이브는, 전자 우편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포함해서, 곧 포화된다. 그 외에도, 전자 우편 시스템은 다수개의 데이터 파일 사본을 저장할 수 있는 데,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전자 우편 시스템은 데이터 파일 사본을 수신할 수 있으며, 그후, 수신하는 사용자는 각각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데이터 파일 사본을 저장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이 전송된 데이터 파일이 요구하는 사용자(

들)에 의해 저장될 수는 있어도 요구하는 사용자(들)에 의해서는 결코 판독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저장 공간이 낭

비된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에 대한 이미 공지된 방안은 단지 요구된 슬라이드만이 전송되도록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파일

을 전송하기 전에 그 파일을 편집하는 것이다. 프리젠터(presenter)는 또한,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슬라이드를 전송하

기에 앞서, 컨텐트 또는 다른 전용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프리젠테이션 내에서 특정의 슬라이드 컨텐트를 제한 및/

또는 편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사용자가 각각 동일한 파일 중 서로 다른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

이 많이 소비되며 이내 지루해진다.

따라서, 당업계에 발전이 있으려면, 사용자로 하여금 제한된 저장 용량을 갖는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복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당업계에 발전이 있으려면, 사용자로 하여금 전체 파일을 

복사 하도록 요구되기 보다는 오히려, 사용자 또는 파일 소유자의 재량으로 표시 화면 상의 이미지 또는 파일의 일부

를 복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당업계에 발전이 있으려면, 사용자가 차후에 파일을 검색

할 수 있게 해 주는 저장 장소에 대한 포인터를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당업계에 발전이 있으려면, 파일 제공자에 의한 최소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컨텐트를 요구에 따라 배포

해 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제1 실시태양은 한세트의 단계들을 포함하여 무선 선택적 컨텐트 배포 및 캡처 방법을 제공한다. 컨텐트 

서버는 근접 이동 장치로부터 무선 매체를 통해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1 요구를 수신한다. 상기 컨텐

트 서버는 상기 이동 장치에 제1 응답을 전송하는 데, 상기 제1 응답은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과 연관된 정보를 포함

한다. 상기 컨텐트 서버는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특정의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2 요구를 수신한다. 상기 컨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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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응답을 상기 이동 장치에 전송한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이 검색될 수 있게 해 주는 네트워크 장소에 대한 링

크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실제 컨텐트 항목을 포함한다. 상기 이동 장치는 네트워크 저

장 장치와 함께 데이터 채널을 개방하고 상기 데이터 채널을 통해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을 상기 네트워크 저장 장

치에 릴레이(relay)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 및 컨텐트 서버는 블루투스 또는 적외선을 포함해서, 저전력 라디오

(radio)를 사용하여 통신한다.

상기 이동 장치는 이동 전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또는 다른 휴대용 컴퓨터 장치일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서버는 상기 제1 및 제2 응답 중 하나를 전송하기 전에 상기 이동 장치를 인증한

다.

본 발명의 방법은 또한 컨텐트 서버, 이동 장치, 및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 구체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태양은 한 세트의 단계들을 포함하여 무선 선택적 컨텐트 배포 및 캡처 방법을 제공한다. 컨텐

트 서버는 근접 이동 장치로부터 컨텐트 제공을 위한 요구를 무선 방식으로 수신한다. 상기 컨텐트 서버는 상기 요구

가 수신될 때 표시되는 비디오 표시 이미지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상기 이동 장치에 응답을 전송한다. 상기 

응답은 상기 식별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응답은 상기 식별된 데이터가 검색될 수 있게 해 주는 네트워크 장소에 대한 링크를 포함

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응답은 상기 표시된 비디오 표시 이미지가 생성되게 했던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응답은 상기 표시된 비디오 표시 이미지의 프리젠테이션을 저장하는 그래픽 파일을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비디오 표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비디오 입력 포트를 포함하는 컨텐트 서버 장치에 의해 수행될 수 있

으며, 상기 캡처링된 비디오 이미지는 상기 비디오 표시 신호를 기반으로 한다. 상기 컨텐트 서버 장치는 상기 수신된 

비디오 표시 신호가 재전송되게 해 주는 비디오 출력 포트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또는 이동 장치로 구체화될 수 있다.

본 발명 및 본 발명의 이점들은 첨부 도면을 고려하여 이하의 설명을 참조하면 보다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대한 블럭선도이다.

도 2는 컨텐트 서버를 검출한 후의 표시 화면을 갖는 이동 장치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3은 파일 선택 화면을 표시하는 이동 장치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부분 선택 화면을 표시하는 이동 장치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범위 개시 질의를 표시하는 이동 장치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범위 종료 질의를 표시하는 이동 장치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7은 전달 완료 화면을 표시하는 이동 장치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의 플로챠트이다.

도 9는 서버 모듈 구성 데이터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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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컨텐트 서버의 블럭선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의 블럭선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적합한 응용 프로그램의 스크린샷( screenshot) 중 일부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의 플로챠트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현재 항목 획득(get current item) 화면을 표시하는 이동 장치를 예시하는 도면

이다.

실시예

본원 명세서에서 언급되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동 장치를 사용하여 근접 컨텐

트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 또는 데이터 파일 중 일부를 캡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이동 장치 

및 컨텐트 서버 사이에서 무선 통신 링크를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캡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상기 이동 장치는 

이 장치 자체적으로 컨텐트를 저장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관로(conduit)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변형적으로는, 상기 장치가 데이터 저장 장소에 대한 포인터를 캡처할 수 있는 데, 상기 포

인터는 데이터 파일 또는 데이터 파일 중 일부에 대한 차후의 검색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는 이동 전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랩탑(laptop) 또는 

팜탑(palmtop) 컴퓨터, 또는 무선 통신 능력을 지닌 다른 이동 장치를 포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이동 장치를

사용하여 컨텐트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구 및 캡처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무선 통신 기법에는 적외선, 블루투스(Blu

etooth), 802.11, GSM, CDMA, 무선 LAM, 또는 기타 공지된 무선 통신 기법이 있다.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한 실시예가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각각의 기본 소프트웨어 모듈이 개별 장

치에 상주하는 3개의 기본 소프트웨어 모듈을 사용하여 컨텐트를 요구, 제공, 및 인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에

는 서버 모듈(101), 캡처 모듈(103), 및 인출 모듈(105)가 있다. 변형적으로는, 설계 인자( design factor) 및 사용자 

요구 등에 의존하여 다소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사용될 수 있다. 서버 모듈(101)은 컴퓨터(107)상에 상주하는 것이 전

형적이며, 상기 컴퓨터는 컨텐트 저장 장치(113)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컨텐트 저장 장치(113)는 사용자 요구에 응

답하여 제공될 수 있는 컨텐트를 포함한다. 변형적으로는, 상기 데이터 저장 장치는 서버 모듈(101)과 동일한 컴퓨터(

107) 내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서버 모듈은 이동 장치(109)로부터 컨텐트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요구된 컨텐트, 또

는 상기 요구된 컨텐트에 대한 링크를 요구하는 이동 장치에 제공한다. 서버 모듈(101)은 여러 가지의 태스크(task)를

수행하는 서브모듈을 포함하는 데, 이러한 서브모듈에는 파서(parser) 서브모듈(127), 구성 서브모듈(125) 및 화면 

캡처 서브모듈(123)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하기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서버 모듈(101)이 상주해 있는 컴

퓨터(107)는 컨텐트 서버로서 언급될 것이다.

파싱 서브모듈(127)은 다수의 페이지 파일로부터 페이지들을 스트리핑( stripping)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만약 

10 페이지 Word� 문서가 요구의 주 성분이라면, 상기 파싱 서브모듈은 각각의 페이지를 스트리핑해 내어 1-페이지 

Word� 문서를 10개 생성하는 데, 이 각각의 문서는 본래 10 페이지 문서의 단일 페이지를 포함한다. 상기 파서 서브

모듈은 또한 각각의 스트리핑된 페이지의 저장 장소에 대한 포인터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상기 서버 모듈은

이어서, 하기에 설명되겠지만, 요구에 따라 상기 포인터를 이동 장치에 제공할 수 있다. 즉, 서버 모듈(101)은 실제 컨

텐트 및/또는 상기 실제 컨텐트가 차후에 검색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포인터를 임의로 주어진 이동 장치에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캡처 모듈(103)은 이동 장치(109)에 상주하는 것이 전형적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컨텐트 서버로부터 컨텐트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컨텐트 서버가 컨텐트를 이동 장치에

제공한 다음에, 상기 캡처 모듈은 상기 컨텐트를 국부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서버 모듈(101)이 요구된

데이터에 대한 링크를 전송할 경우, 상기 캡처 모듈은 부가적인 용도를 위해 상기 링크를 이동 장치에 저장한다.

상기 인출 모듈(105)은 랩탑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와 같은 사용자의 종래 컴퓨터(111)에 상주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상기 인출 모듈(105)은, 서버 모듈(101)에 의해 상기 캡처 모듈(103)에 제공된 것을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다운로드

한다. 즉, 상기 캡처 모듈에 제공된 컨텐트가 완전한 데이터 파일, 또는 데이터 파일 일부를 포함할 경우, 상기 인출 모

듈은 상기 이동 장치 상의 캡처 모듈과 대화함으로써 상기 PC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상기 제공된 컨텐트가 데이

터에 대한 링크를 포함할 경우, 상기 인출 모듈은 상기 종래 PC에 상기 링크를 다운로드하고, 링크 데이 터를 판독하

며, 컨텐트 저장 장치(113)와 같은 상기 링크에 의해 정의된 장소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네트워크(115)

를 통해 상기 컨텐트를 인출한다. 인출 모듈이 상주해 있는 장치는 수신측 컴퓨터로서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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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된 아키텍처를 사용할 경우, 화자('발신자')는 회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집회에서 연설할 수 있

고, 이러한 동안에는 그 자신이 컴퓨터 화면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랩탑 컴퓨터로부터 대형 화면 상에 투영되는 슬라

이드들을 시각 교재로서 사용한다. 상기 발신자는 요구에 따라 요구된 슬라이드 또는 그에 대한 링크를 이동 장치에 

제공하도록 자신의 랩탑 상에 서버 모듈을 구성함으로써 슬라이드 세트, 또는 상기 세트 내의 각각의 슬라이드의 사

본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랩탑 컴퓨터는 컨텐트 서버 및 컨텐트 저장 장치 모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요구된 데이터의 사본은 데이터 파일의 고유 포맷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예컨대, PowerPoint� 슬라이드

가 .PPT 파일로서 제공될 수도 있고), 상기 슬라이드의 그래픽 이미지로서 (예컨대, GIF, TIFF, BMP, 또는 다른 그래

픽 포맷 파일로서) 제공될 수도 있으며, 특히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전용 포맷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매체 서버 모듈(101)은 이 매체 서버 모듈(101)이 컨텐트 서버로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폴링 신호를 (무선

기법을 통해) 방출시킬 수 있다. 이동 장치가 컨텐트 서버(107)의 부근에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슬라이드 파일이 랩

탑에 저장되고 슬라이드가 랩탑으로부터 투영됨), 매체 캡처 모듈(103)이 상기 신호를 수신 및 해석한다. 이동 장치(1

09)는 선택적으로 컨텐트 서버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자신의 표시 화면 상에 표시할 수도 있고, 음

성을 재생할 수도 있으며, 이동 장치의 소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어떤 표시를 제공할 수도 있다. 도 2에는 통지 화면의 

일례가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참가자('수신자')가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동안 슬라이드를 보기 때문에, 그 자신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슬라이드의 사본을 얻고 싶어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이동 장치(109), 예를 들면, 이동 전화를 사용할 경

우, 수신자는 도 2의 '예(YES)' 선택 기능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버 모듈(101)과의 접속이 가능하다.

도 3은, 캡처 모듈(103)의 제어에 따라, 상기 이동 장치(109)가 서버 모듈(101)과의 접속이 이루어진 다음의 선택 화

면을 예시한 것이다. 상기 선택 화면은 수신자가 요구하는 데 이용가능한, 서버 모듈(101)에 의해 제공되는 파일 리스

트를 표시한다. 이러한 예에서, 수신자가 단지 발신자의 컴퓨터에 의해 화면 상에 투영되는 슬라이드만을 인식할 수 

있지만, 상기 컨텐트 서버(107)는 수신자가 요구하는 데 이용가능한 다수의 파일을 저장하기도 하며 수신자에게 다른

파일이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예에서,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데이터 파일(예컨대, 상기 프

리젠테이션에서 언급되는 통계 데이터), 및 접촉 정보 파일(예컨대, 이미 알려진 파일 포맷으로 이루어진, 전화 및 전

자 우편과 같은 화자의 접촉 정보를 포함함)이 이용가능하다. 어느 파일이라도 발신자의 재량으로 이용가능해 질 수

도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과 연관된 키패드 숫자를 선택할 경우, 이동 장치는 그러한 선택을 서버 모듈(101)에 전송할 수 

있다. 서버 모듈은, 이동 장치(109) 상의 캡처 모듈(103)에, 사용자가 초기에 선택된 파일(예컨대, 슬라이드 대 페이

지, 허용 페이지, 총 페이지 수 등) 내에서 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는 응답을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캡처 모듈은 상기 응답을 해석하고, 상기 이동 장치는 도 4에 도시된 슬라이드 선택 화면과 같은 제2의 선

택 화면을 표시한다.

슬라이드 선택 화면으로부터, 수신자는, 키패드 버튼('2')을 누름으로써, 수신자 자신이 완전한 슬라이드 세트를 수신

하는 대신에, 단지 지정된 슬라이드만을 수신하기를 원한다는 선택이 가능하다. 이어서, 수신자는 도 5에 예시된 최초

의 질의에 응답하여 수신자 자신이 원하는 최초의 슬라이드, 예컨대, 슬라이드 '10'을 입력한다. 다음으로, 수신자는 

도 6에 예시된 두번째의 질의에 응답하여 수신자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 슬라이드, 예컨대, 슬라이드 '13'을 입력한다. 

이어서, 서버 모듈(101)은 컨텐트 저장 장치(113)로부터 요구된 컨텐트를 이동 장치(109)에 전송한다. 다시, 상기 컨

텐트 저장 장치(113)는 서버 모듈(101)이 저장 및 실행되는 것과 동일한 컴퓨터(107) 또는 서버 모듈(101)이 저장 및

실행되는 것과는 다른 컴퓨터에 배치될 수 있다. 요구된 컨텐트가 전송되었을 때, 이동 장치(109)는 도 7에 예시된 것

과 같은 통지를 표시할 수 있다. 수신자가 총 페이지 또는 허용 페이지의 범위 외에서 페이지를 요구할 경우, 오류 메

시지가 표시(도시되지 않음)될 수도 있고 경고음이 발생될 수도 있다. 당업자라면 다른 슬라이드 선택 방식이 또한 사

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수신자는 차후에, 무선 통신을 사용하여서나 또는 이동 장치 및 수신측 컴퓨 터 간의 직접적인 케이블 접속을 통해 상

기 이동 장치를 상기 수신측 컴퓨터에 접속시킴으로써, 수신측 컴퓨터에 컨텐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캡처 모듈(10

3) 및 인출 모듈(105)은 컨텐트가 이동 장치로부터 수신측 장치로 다운로드되는 방식으로 인터페이스한다. 이동 전화

또는 PDA 상의 전화 번호 또는 다른 정보를 컴퓨터 상에 포함된 정보와 동기시키는 데 사용되는 건과 같은 인터페이

스 기법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컨텐트가 포인터일 때, 상기 인출 모듈(105)은 상기 포인터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실제 컨텐트를 네트워크로부터 검색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인출 모듈(105)은 사용자가 허용될 때 본래 요구

된 것보다 많거나 적은 페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포인터를 편집할 수 있게 해 주는 논리부를 

포함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단계(801)에서는, 컨텐트 서버(107)가 이동 장치(109)로

부터 컨텐트 제공을 위한 제1 무선 요구를 수신한다. 상기 컨텐트 서버(107)는 처리를 위해 서버 모듈(101)에 응답을

제공한다. 상기 제1 요구의 수신에 응답하여, 단계(803)에서는, 서버 모듈(101)이, 요구하는 이동 장치(109) 상의 캡

처 모듈(103)에, 이용가능한 컨텐트를 나타내는 응답을 전송한다. 단계(805)에서는, 상기 이동 장치가 상기 컨텐트 

서버(107)에 제2 요구를 전송한다. 상기 제2 요구는 특히 요구된 컨텐트를 나타내는 정제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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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요구의 수신에 응답하여, 서버 모듈(101)은 단계(807)에서 상기 제2 요구를 해석하여 수신자가 요구하고 있

는 컨텐트를 결정한다.

서버 모듈(101)은 선택적으로 단계(809)에서 상기 요구를 인증하여 수신자가 요구된 컨텐트를 수신할 권한 및/또는 

이동 장치(109)의 식별 정보를 확인할 권한을 받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요구는 이동 장치의 식

별 정보 및/또는 수신자의 식별 정보의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서버 모듈(101)은, 공지된 암호화 및 인증 기법을 사용

하여, 이동 장치(109)가 자신이 상기 이동 장치(109)이라고 주장하는 이동 장치이라는 것과, 또한 그러한 이동 장치

의 사용자가 요구된 컨텐트를 수신할 권한을 받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이동 장치가 요구 컨텐트의 수신 권한을 받았다고 확인함에 따라, 서버 모듈(101)은 단계(811)에서 요구된 파일

의 장소에 대한 포인터를 생성할 수 있는 데, 상기 포인터는 특히 요구된 부분(예컨대, 슬라이드, 페이지, 워크시트(w

ork-sheet), 데이터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 포인터는 다음과 같은 URL일 수 있다.

/151.61.42.64/trainingslides/mypresentation.ppt(슬라이드 7)

/244.13.43.15/documents/mywordfile.doc(전체 파일)

당업자에게는 자명하겠지만, 포인터가 요구된 파일의 표시, 및 선택적으로는 그러한 파일 중 특히 요구된 부분의 표

시를 포함하는 한, 여러 가지의 포인터 포맷이 변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계(813)에서는, 서버 모듈(

101)은 무선 통신을 통해 요구하는 이동 장치에 상기 포인터를 전송한다. 각각의 이동 장치는 위에서 언급된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단지 상기 이동 장치의 내부 메모리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다수의 포인터 또는 데이터 파일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다.

수신자는, 단계(815)에서, 이동 장치에서 포인터(들)를 전송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포인터(들)는 실제 컨텐

트가 저장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가능 한 수신측 컴퓨터에 전송된다. 상기 수신측 컴퓨터는 캡처링된 포인터들을 

다운로드하도록 인출 모듈을 실행시키고, 단계(817)에서,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로 캡처링된 컨텐트를 검색한다.

변형적으로는, 만약 상기 이동 장치가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이동 장치가 충분한 자원(예컨대, 메모리)

을 가지고 있다면, 상기 이동 장치는 인출 모듈과 아울러 캡처 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이동 장치 자체는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컨텐트를 인출할 수 있다.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상기 포인터(들)을 보조 저장 장치에 전송할 수 있는 데, 상기 보조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포인터(들)가 차후에 검색될 수 있다. 상기 이동 장치는 이러한 이동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어느 한 

장치 또는 저장 장소에 상기 포인터(들)를 전송할 수 있다. 특정 이동 장치(예컨대, WAP 이동 전화, GSM 이동 전화, 

무선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는 PDA)의 능력에 의존하여, 상기 포인터(들)는 인터넷 접근가능 하드 드라이브(예컨대, 

Xdrive.com), 원격 서버, 지정된 URL 또는 FTP 사이트, LAN 상의 하드 드라이브, 또는 다른 어떤 저장 장치에 전달 

및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상기 이동 장치가 GSM 이동 전화이라면, 상기 포인터(들)는 SMS(Short Message S

ervice; 단문 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어떤 SMS 허가된 수신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상기 이동 장치가 W

AP 전화이라면, 상기 전화는 인터넷 저장 하드 드라이브, FTP 사이트, 또는 다른 네트워크 저장 장소에 커맨드를 전

송하고 그러한 저장 장소에 상기 포인터(들)를 저장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사용자는 차후에 포인터 저장 

장소로부터 상기 포인터(들)를 검색하고 상기 포인터(들)에 의해 정의된 장소로부터 실제 컨텐트를 검색할 수 있다.

당업자에게는 자명하겠지만, 위에서 언급된 단계는 위에서 열거된 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증 단계(809)는 컨텐트 서버가 이동 장치로부터 제1 요구를 수신한 다음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자명하겠지만, 어

떤 단계들, 예컨대, 적어도 인증 단계(809)는 선택적일 수 있다. 추가의 단계들(도시되지 않음)은 또한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수행될 수 있다. 즉,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요구/응답 쌍은 다른 안전 및 인증 단계들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권한 관리 및 전송 잠금 제한들은 상기 저장된 컨텐트에 가해짐으로써, 당업

계에 공지된 바와 같은 추가 안전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추가 안전 조치는, 또한, 컨텐트 서버 및/또는 네트워크

및 이동 장치 및/또는 수신측 장치 사이에 추가적인 통신을 필요로 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버 모듈(101)는 단지 미리 결정되거나 또는 기타 권한부여된 수신자 집단에만 선택된 파

일을 제공하도록 구성 서브모듈(125)을 사용하여 구성된다. 즉, 데이터 파일이 수신자가 요구하는 데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발신자가 명시할 경우, 발신자는 단지 미리 결정된 수신자, 또는 미리 결정된 수신자 집단만이 상기 파일을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서버 모듈(101)을 구성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기 발신자는 수신자가 단지 각각의 데이터 파일 중 

지정된 부분만을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서버 모듈(101)을 구성할 수 있다. 더욱이, 발신자는 수신자가 단지 지정된 시

간 및/또는 지정된 일자에만 각각의 데이터 파일을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서버 모듈(101)을 구성할 수 있다.

도 9는 서버 모듈 구성 데이터를 나타내는 표를 예시한 것이다. 상기 구성 데이터는, 어느 데이터 파일이 요구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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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용가능한 지, 언제 수신자가 각각의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각각의 파일 중 어느 부분을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지를 명시한다. 도 9에서의 데이터는 파일 번호 1의 전체가 단지 2001년 10월 15일에(예컨대, 어느 

한 특정일 공시로)만 항상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파일 번호 2의 단지 2-5, 10 및 13 페이

지만이 제공될 수 있지만, 그러한 페이지는 어떤 일자라도 항상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데이터는 부가적으

로 단지 사용자('조네스(jjones)','스미스(bsmith)')만이 단지 오전 9시와 오후 5시 사이에만 파일 번호 3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파일 번호 4는 파일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용자라면 그 누구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즉, 사용

자가 파일 번호 4 또는 그의 어느 일부를 요구할 때, 서버 모듈(101)은, 캡처 모듈(103)에, 패스워드가 요구된다는 것

을 나타내는 응답을 전송한다. 캡처 모듈(103)은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상기시키는 데, 상기 패스워드는 입력시 서

버 모듈(101)에 릴레이(relay)된다. 만약 수신자가 정확한 패스워드를 입력했다면, 파일(또는 포인터)가 상기 이동 장

치(109)에 제공된다.

또한, 데이터는 파일 번호 5가 단지 수신자 집단에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그러한 수신자는 당업계

에 공지된 수신자의 인증 정보에 의해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자 특권을 갖는다. 파일 번호 6은 단지 주중 통상 작업 시

간 동안에만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파일 번호 7은 (예컨대, 시험 결과를 나눠 주기 위해) 단지 2001년 12

월 10일이나 그 이후에만 학생으로 식별된 모든 수신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겠지만, 무

한정의 제한 조합이 가능하며, 수신자의 나이 또는 성별, 또는 지리적 위치와 같은 다른 변수에 따른 제한들도 사용될 

수 있다.

서버 모듈(101)은 또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 포맷으로 컨텐트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제1 실시예에서, 서버 모

듈(101)은 항상, 발신자가 파일을 제공했던 고유 데이터 포맷으로 컨텐트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서버 모

듈( 101)이 논리부, 예컨대, 파서(parcer; 127)를 포함하여, 단지 수신자에 의해 요구된 페이지/슬라이드만을 자동 복

사하고, 요구된 부분을 고유 파일 포맷으로 새로운 파일에 붙일 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상기 새로운 파일은 이동 장

치(109)에 전송되거나 또는 수신자가 차후 서버 모듈(101)에 의해 제공된 포인터를 사용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컨텐

트 저장 장치(113)에 배정된다.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거의 모든 컴퓨터가 동일한 파일 형태를 판독 및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버 

모듈(101)은 표준 또는 전용 그래픽 포맷과 같은 단일의 데이터 포맷으로 컨텐트를 제공한다. 사용가능한 파일 포맷

의 예로는 GIF, JPG, TIFF, PDF, BMP 등, 또는 단지 서버 모듈(101), 캡처 모듈(103), 및 인출 모듈(105)만에 의한 

용도의 전용 포맷, 및 관련 소프트웨어가 있다. 서버 모듈(101),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화면 캡처 서브모듈(123) 

및 파서 서브모듈( 127)은 요구된 데이터 파일의 각각의 요구된 페이지의 스크린샷을 복사하고, 각각의 페이지를 그

래픽 이미지로서 새로운 파일에 붙이도록 구성될 수 있다. 서버 모 듈(101)은 컨텐트 저장 장치(113) 상에 상기 새로

운 파일로 상기 요구된 페이지를 저장하고, 그같은 새로운 파일에 대하여 요구하는 이동 장치(109)에 포인터를 전송

할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서버 모듈(101)은 상기 요구된 파일의 각각의 요구된 페이지에 대하여 이동 장치(109)에 

포인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버 모듈(101)은 각각의 수신자에 대하여 새로운 고유 파일을 생성할 필

요가 없으며, 각각의 페이지의 스크린샷이 많아야 한개 필요하다. 또 다른 한 실시예에서는, 발신자나 수신자가 이용

가능할 경우에 지정된 포맷으로 제공되는 파일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발신자)는 당업계에 공지된 어떤 방식으로도 서버 모듈(101)을 구성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구성 

서브모듈(125)은 구성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 이러한 구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신자는 이용가능한 파일 리스

트에 특정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특정 파일을 제거할 수도 있으며, 특정 파일의 이용도 기준을 편집할 수도 있다. 

각각의 파일에 대하여, 발신자는, 상기 파일이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기 구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수신자

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해 주는 기준을 명시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구성 서브모듈(125)은 또한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컴퓨터의 운영 체계/또는 공지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내에 합체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상에 서버 모듈을 설치할 경우에, '컨텐트 서버에의

추가( add to content server)'라고 언급되는 새로운 메뉴 항목(또는 유사한 새로운 메뉴 항목)은, 사용자가 상기 운

영 체계의 여러 화면 중 어느 한 화면의 데이터 파일을 라이트 클릭(right-click)할 때 나타나는 항목의 메뉴에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합체될 수 있는 운영 체계에는 Windows�, UNIX, Mac OS�, Palm OS�, Symbian Epoc

등이 있다.

다른 한 실시예로서 도 13을 참조하면, Microsoft Word�, Microsoft Power-Point�, Corel WordPerfect� 등의 '

파일(File)' 메뉴(1303)와 같은 공지된 어플리케이션의 메뉴(또는 툴바)에 추가되는 유사한 새로운 메뉴 항목(1301; 

Add to Content Server)(또는 버튼)이 또한 존재할 수도 있고 변형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상기 새로운 

메뉴 항목(1301)을 선택할 때 컨텐트 서버(107)는 상기 서버 모듈(101)을 활성화시키고, 상기 서버 모듈(101)은, 수

신자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새로운 파일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사용자에게 상기시킨다. 이용도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는, 상기 파일이 서버 모듈(101)의 이용가능한 파일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 모듈(101)은 현재 호스트 컴퓨터의 표시 화면 상에 표시되거나 또는 현재 호스트

컴퓨터의 비디오 출력 포트에 전송되는 것에 결합될 수 있다. 즉, 서버 모듈(101)은 단지 수신자가 볼 수 있는 것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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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발신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서버 모듈(101)을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수신자는 단지 발신자에 의해 결정된 정보만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신자는 수신자가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의 사본을 요구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프리젠테이션의 개시시에 서버 모듈(101)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상기 프리젠테이션의 완료시에 서버 모듈(101) 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컨텐트 서버가 활성 상태일 때, 수신자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재 표시된 정보 제공을 위한 요구를 전송할 수 

있다. 서버 모듈(101)이 상기 요구를 수신할 경우, 상기 서버 모듈은, 예컨대, 화면의 스크린샷을 취하거나 또는 비디

오 출력 스트림을 캡처링함으로써 현재 화면 정보를 캡처링하도록 화면 캡처 서버 모듈(123)에 지시를 내린다. 한 실

시예에 있어서, 서버 모듈(101)은 그후 상기 화면 정보를 새로운 그래픽 파일에 저장하고, 상기 새로운 그래픽 파일을

요구하는 이동 장치에 전송한다.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 모듈(101)은 상기 화면 정보를 새로운 그래픽 파일에

붙이고, 상기 새로운 그래픽 파일을 컨텐트 저장 장치(113)에 저장하며, 상기 새로운 그래픽 파일을 언급하는 포인터

를 요구하는 이동 장치(109)에 전송한다. 이리하여, 수신자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차후에 수신측 컴퓨터(111)로

상기 포인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수신자의 수신측 컴퓨터(111)가 컨텐트 저장 장치(113)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서는 스트리밍 또는 패킷 기반 파일 전송 관로로서 이동 장치(109)가 사용된다. 즉, 

서버 모듈(101)은 상기 이동 장치에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이동 장치는 수신자의 네트워크와 동시에 데

이터 채널을 개방하고 상기 데이터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원격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상기 이동 장치가 당업계에 공

지된 바와 같이, 상기 원격 저장 장치와 함께 데이터 채널을 개방시킬 수 있는 한, 상기 원격 저장 장치가 인터넷 저장 

장치, 네트워크 하드 드라이브, 수신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 브 등일 수 있다. 데이터 전송의 완료시, 상기 이동 장치

는 상기 데이터 채널을 폐쇄한다. 상기 발신자의 컨텐트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이동 장치를 통해 수신자의 네트워크 

저장 장치로의 데이터 전송은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스트림 전송일 수도 있고 패킷 기반 전송일 수도 있으며, 데

이터 파일은 완전한 파일이 컨텐트 서버로부터 수신으로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수신된 

것처럼 상기 원격 저장 장치에 전송될 수 있다. 이동 장치를 전송 관로로서 사용할 경우에, 수신자는 완전한 데이터 파

일이 상기 이동 장치 상의 이용가능한 메모리보다 클 때 및/또는 수신자의 수신측 컴퓨터가 데이터 저장 장치와 동일

한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을 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 장치(109)는 단일 인라인 메모리( single inline memory; SIM) 카드, 메모

리 스틱, 스마트미디어 카드 등과 같은 부착형 메모리 모듈에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수신자는 차후에 종래의 

기법을 사용하여 상기 메모리 모듈로부터 수신측 컴퓨터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로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면, 서버 모듈(101)은 호스트 컴퓨터(107)와 분리된 컨텐트 서

버(117)에 저장되고 상기 컨텐트 서버(117)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상기 컨텐트 서버(117)는 호스트 컴퓨터(107)의 

비디오 출력 포트에 접속될 수 있으며, 프로세서(1101), 시스템 메모리(1103; 예컨대, RAM, ROM 등), 하드 디스트(

1105), 송수신기(1107), 비디오 입력 포트(1109), 비디오 출력 포트(1111),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113)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1101)는 상기 컨텐트 서버(117)의 동작을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하드 디스크(11

05)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의 저장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송수신기(1107)는 

이동 장치로부터의 요구 수신 및 이동 장치로의 컨텐트(또는 포인터) 전송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비디오 입력 

포트(1109)는 호스트 컴퓨터의 비디오 출력 포트(예컨대, 랩탑 컴퓨터 상의 모니터 출력 포트)로부터의 비디오 컨텐

트 수신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컨텐트 서버(117)가 이동 장치로부터 송수신기(1107)를 통해 요구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컨텐트 서버는 비디오 입

력 포트(1109)를 통해 수신된 바와 같은 상기 호스트 컴퓨터의 비디오 출력 포트로부터의 현재 표시된 비디오 정보를

시스템 메모리(1103) 또는 하드 디스크(1105)로 캡처링한다. 상기 컨텐트 서버(117)는 상기 화면 정보를 그래픽 이

미지로서 특정 파일에 기록하고, 송수신기(1107)를 통해 상기 이미지 파일을 요구하는 이동 장치에 전송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 장치(117)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113)를 통해 네트워크 저장 장치(113)에 접속된다. 상

기 서버 장치(117)가 이동 장치(109)로부터 컨텐트 제공을 위한 요구를 수신할 때, 컨텐트 서버(117)는 캡처링된 화

면 정보를 데이터 파일에 기록하고 상기 파일을 네트워크 저장 장치(113)에 전송한다. 그후, 상기 컨텐트 서버(117)

는 데이터 파일의 장소에 대응하는 포인터를 요구하는 이동 장치(109)에 전송한다. 이리하여, 수신자는 위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이동 장치(109)로부터 수신측 컴퓨터(111) 또는 상기 이동 장치와 통신가능한 기타 포인터 저장 장소로

포인터를 다운로드함으로써 네트워크 저장 장치(113)로부터 수신측 컴퓨터(111) 및 인출 모듈(105)을 통해 데이터 

파일을 획득할 수 있다.

여러 컴퓨터가 단지 하나의 비디오 출력 포트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신자가 한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프리젠

테이션을 제공하는 동안 외부 서버 장치( 117)를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장치(117)는 비디오 출력 포

트( 1111)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데, 상기 비디오 출력 포트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107)로부터 출력된 비디

오가 비디오 입력 포트(1109)를 통해 수신되는 것처럼 재전송된다. 컴퓨터 화면 프로젝터(119)는 화면 이미지를 화

면(121)에 투영하기 위해 상기 비디오 출력 포트(1111)에 접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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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컨텐트 서버(117)는, 컴퓨터(107)의 비디오 포트에 접속되는 것 외에도, 컴퓨터(

107)와 또한 네트워킹될 수 있다. 컨텐트 서버(117)가 현재 표시되고 있는 컨텐트의 제공을 위한 요구를 이동 장치(1

09)로부터 수신할 경우, 컨텐트 서버(117)는 화면 출력이 생성되게 하는 실제 데이터 파일의 사본(또는 실제 데이터 

파일의 장소에 대한 포인터)을 컴퓨터(107)(또는 네트워크 저장 장치(113))로부터 요구하고, 위에서 언급된 실시예들

중 어느 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요구하는 이동 장치에, 상기 실제 데이터 파일(또는 선택된 부분)을 그의 고유 파일 포

맷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실제 데이터 파일(또는 선택된 부분)의 장소에 대한 포인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된 컨텐트가 표시 화면에 현재 표시되고 있는 파일을 기초로 하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인 방법이 도 14에 예시되어 있다. 처음에는, 사용자가 표시 화면에서 이미지를 보고, 또한 사용자가 상기 이미지 또

는 상기 이미지가 생성되게 하는 고유 데이터 파일의 사본을 얻고 싶을 때, 단계(1401)에 서, 사용자는 자신의 이동 

장치를 통해 컨텐트 서버에 요구를 전송한다. 선택적으로는, 단계(1403)에서, 컨텐트 서버는 상기 이동 장치와 연관

된 사용자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요구된 파일 및/또는 상기 파일에 의해 표현되는 정보를 수신할 권한을 받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이동 장치를 인증한다.

단계(1405)에서, 상기 컨텐트 서버는 요구가 수신되었을 때 이미지를 식별한다. 단계(1407)에서, 상기 컨텐트 서버는

상기 이미지에 대응하는 응답 데이터를 요구하는 이동 장치에 전송한다. 상기 응답 데이터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

은 구현에 따라 변화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응답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이미지의 스크린샷을 포함하는 그래

픽 이미지 파일, 예컨대, GIF 파일이다.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응답 데이터는 상기 식별된 이미지가 생성되게

했던 완전한 데이터 파일이다. 예를 들면, 상기 식별된 이미지가 10 슬라이드 PowerPoint�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

드 4인 경우, 상기 응답 데이터는 10개의 슬라이드 모두를 포함하는 PowerPoint�.PPT 파일일 수 있다. 변형적으로

는, 상기 응답 데이터가 상기 서버 모듈의 파서 서브모듈(127; 도 1 참조)에 의해 완전한 파일로부터 스트리핑( stripp

ing)되는 하나의 식별된 이미지 슬라이드를 포함하는 PowerPoint�.PPT 파일일 수 있다. 또 다른 한 실시예에 있어

서, 상기 응답 데이터는 위에서 언급된 응답 데이터 파일이 검색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저장 장소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은 이동 장치가 저장 장소 포인터를 컨텐트 서버에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

다. 즉, 상기 컨텐트 서버가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 파일의 저장 장소를 결정하는 대신에, 상기 이동 장치(또는 상기 

이동 장치의 사용자)는 데이터 파일의 저장 장소를 결정하고 저장 장소 포인터를 상기 컨텐트 서버에 전송할 수 있다.

이리하여, 상기 컨텐트 서버는 사용자 제공 포인터에 의해 정의된 장소에 요구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러

한 방식으로, 상기 요구된 컨텐트에 대응하는 요구된 데이터 파일은 위에서 언급된 실시예들 중 어느 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차후에 원격 장소로부터 그러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할 필요성 없이 사용자가 선택한 저장 장소에 자동

적으로 배정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차후에 상기 데이터 파일을 검색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적어도 사용자에 의

해 선택된 장소로부터 이루어진다.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겠지만, 본 발명의 시스템은 한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의 슬라이드들 또는 워드 처리 문

서로부터의 페이지들과는 다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임의의 파일 포맷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즉, 비

디오, 정적 및 동적 그래픽 이미지(GIF, TIFF, JPEG, 비트맵 등), 평문, 우편 메시지, 오디오, CAD 그래픽 등을 포함

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가 본 발명에 따라 요구 및 배포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소매점 환

경에서와 같이 선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신자(예컨대, 소매 고객)이 소

매점(예컨대, 음반 판매점)에 있는 동안 컨텐트 서버로 구성된 호스트 컴퓨터 부근에 있을 때, 상기 고객은 이용가능

한 컨텐트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리하여, 고객은 음반 CD에 관한 정보, 상기 음반 판매점에서의 예정된 이벤트, 현재

의 히트송 샘플 등과 같이 상기 음반 판매점 내에서의 여러 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선택을 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플로피 디스크, CD-ROM, 착탈식 저장 장치, 하드 디스크, 시스템 메모리, 또는 기타의 데이터 저장

매체와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로서 구체화될 수 있다. 도 12는 위에서 언급

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시예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1201)의 블럭선도이다. 상기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1201)는 컴퓨터 실행가능 요소, 또는 소프트웨어 모듈(1203-1213)을 저장한다. 변형적으로는, 다소의 

소프트웨어 모듈이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데이터 링크 라이브러리, 구성 파일, 데이터

베이스, 그래픽 이미지, 2진 데이터 파일, 텍스트 데이터 파일, 목적 파일, 소스 코드 파일 등일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프로세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실행할 경우, 상기 소프트웨어 모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이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이행하도록 대화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이 본 발명을 실시하는 현재 바람직한 형태를 포함하는 특정의 예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라

면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에 속하는 위에서 언급된 시스템 및 기법의 변형 

및 치환이 여러가지로 존재한다고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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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컨텐트 배포 방법에 있어서,

(i) 컨텐트 서버가 이동 장치로부터 무선 매체를 통해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1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로서, 상기 이동 장치가 상기 컨텐트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 구역 내에 위치되는 상기 제1 요구의 수신 단계;

(ii) 상기 컨텐트 서버가 상기 이동 장치에 제1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응답이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과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1 응답의 전송 단계;

(iii) 상기 컨텐트 서버가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특정의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2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및

(iv)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상기 이동 장치로 제2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제2 응답의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

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매체는 저전력 라디오(radio)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매체는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매체는 적외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배포 방법은 상기 컨텐트 서버에 의해 상기 제1 응답을 전송하기 전에 상기 이동 장치를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배포 방법은 상기 컨텐트 서버에 의해 제2 응답을 전송하기 전에 상기 이동 장치를 인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이동 전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랩탑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배포 방법은,

(v) 상기 이동 장치 및 원격 저장 장치 간의 데이터 채널을 개방하는 단계; 및

(vi) 상기 데이터 채널을 통해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을 상기 원격 저장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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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제1의 특정의 컨텐트 항목은 제1 세트의 미리 결정된 상태에 따라 이용가능하며 제2의 특정의 컨텐

트 항목은 제2 세트의 미리 결정된 상태에 따라 이용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세트의 미리 결정된 상태는 시간 기반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세트의 미리 결정된 상태는 일자(date) 기반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세트의 미리 결정된 상태는 사용자 기반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

포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세트의 미리 결정된 상태는 패스워드(password) 기반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1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배포 방법은,

(v)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상기 포인터를 수신측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

(vi) 상기 수신측 컴퓨터가 상기 포인터에 의해 정의된 네트워크 위치로부터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을 검색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1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배포 방법은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을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20.
컨텐트 서버에 있어서,

프로세서;

컨텐트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 구역 내의 이동 장치로부터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이동 장치에 응답을 제공하는 

송수신기; 및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상기 프로세스에 의해 실행

될 때, 상기 컨텐트 서버로 하여금,

(i)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이용가능한 항목 제공을 위한 제1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ii) 상기 이동 장치에 제1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응답이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과 연관된 정보를 포함

하는 상기 제1 응답의 전송 단계;

(iii)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특정의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2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및

(iv) 상기 이동 장치에 제2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에 대응하는 데이터

를 포함하는 제2 응답의 전송 단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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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기는 저전력 라디오를 사용하여 요구를 수신하고 응답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기는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요구를 수신하고 응답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기는 적외선을 사용하여 요구를 수신하고 응답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26.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또한 상기 컨텐트 서버로 하여금 상기 제1 응답을 전송하기 전에 

상기 이동 장치를 인증하는 단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27.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또한 상기 컨텐트 서버로 하여금 상기 제2 응답을 전송하기 전에 

상기 이동 장치를 인증하는 단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28.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이동 전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29.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30.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랩탑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31.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컨텐트 서버로 하여금,

(i) 상기 컨텐트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 구역에 내재하는 이동 장치로부터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1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ii) 상기 이동 장치에 제1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응답이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과 연관된 정보를 포함

하는 상기 제1 응답의 전송 단계;

(iii)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특정의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2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및

(iv) 상기 이동 장치에 제2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에 대응하는 데이터

를 포함하는 상기 제2 응답의 전송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또한 상기 컨텐트 서버로 하여금 상기 제1 응답을 전송하기 전에 

상기 이동 장치를 인증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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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또한 상기 컨텐트 서버로 하여금 상기 제2 응답을 전송하기 전에 

상기 이동 장치를 인증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이동 전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7.
이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가 컨텐트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 구역에 내재할 때 상기 컨텐트 서버와 통신하는 송수신기;

프로세서; 및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될 경우, 상기 이동 장치로 하여금,

(i) 상기 컨텐트 서버에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1 요구를 전송하는 단계;

(ii)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제1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응답이 이용가능한 컨텐트 항목과 연관된 정보

를 포함하는 상기 제1 응답의 수신 단계;

(iii) 상기 컨텐트 서버에 특정의 컨텐트 항목 제공을 위한 제2 요구를 전송하는 단계; 및

(iv)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제2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응답의 수신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

치.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응답은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기는 저전력 라디오를 사용하여 요구를 전송하고 응답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기는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요구를 전송하고 응답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이동 전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43.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44.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는 랩탑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45.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또한 상기 이동 장치로 하여금 상기 컨텐트 서버에 인증 정보를 전

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46.
컨텐트 배포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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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텐트 서버가 이동 장치로부터 컨텐트 제공을 위한 요구를 무선 방식으로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이동 장치가 

상기 컨텐트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 구역에 내재하는 상기 요구의 수신 단계;

(ii) 상기 컨텐트 서버는 상기 요구가 수신될 때 표시되는 비디오 표시 이미지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단계; 및

(iii) 상기 컨텐트 서버가 상기 이동 장치에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응답이 상기 식별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는 상기 응답의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은 상기 식별된 데이터의 저장 장소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단계(ii)는 상기 표시된 비디오 이미지 중 화면 이미지를 캡처링함으로써 수행되고, 상기 데이터 파

일은 상기 캡처링된 화면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49.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일은 상기 표시된 비디오 이미지가 생성되게 하는 파일의 고유 파일 포맷으로 이루

어진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50.
제47항에 있어서, 컨텐트 배포 방법은,

(iv)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수신측 컴퓨터로 상기 포인터를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

(v) 상기 수신측 컴퓨터가 상기 저장 장소로부터 상기 식별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배포 방법.

청구항 51.
컨텐트 서버에 있어서,

프로세서;

송수신기; 및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될 때, 상기 컨텐트 서버로 하여금,

(i) 상기 컨텐트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 구역에 내재하는 이동 장치로부터 컨텐트 제공을 위한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ii) 상기 요구가 수신될 때 표시되는 비디오 표시 이미지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단계; 및

(iii) 상기 이동 장치에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응답은 상기 식별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

는 상기 전송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서버는 비디오 표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비 디오 입력 포트를 더 포함하며, 단계(ii)

는 상기 비디오 표시 신호에 따라 상기 표시된 비디오 이미지 중 화면 이미지를 캡처링함으로써 수행되고, 단계(iii)에

서는 상기 데이터 파일이 상기 캡처링된 화면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트 서버는 비디오 출력 포트를 더 포함하며, 상기 수신된 비디오 표시 신호는 상기 비디오

출력 포트를 통해 재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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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데이터 파일은 상기 표시된 비디오 이미지가 생성되게 하는 파일의 고유 파일 포맷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55.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데이터 파일은 상기 표시된 비디오 이미지의 프리젠테이션이 저장되게 하는 네트워크 장

소에 대한 포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트 서버.

청구항 56.
이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가 컨텐트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무선 구역에 내재할 때 컨텐트 서버와 통신하는 송수신기;

프로세서; 및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

될 때, 상기 이동 장치로 하여금,

(i) 상기 컨텐트 서버에 컨텐트 제공을 위한 요구를 전송하는 단계; 및

(ii) 상기 컨텐트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컨텐트 서버가 비디오 컨텐트 제공을 

위한 요구를 수신할 때 표시되는 비디오 이미지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의 수신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는 상기 컨텐트 서버가 비디오 컨텐트 제공을 위한 요구를 수신했을 때 표시되

는 비디오 이미지 중 캡처링된 화면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58.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이미지에 대응하는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프리젠테이션이 저장되게 하는 네

트워크 장소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는 또한 상기 이동 장치로 하여금 수신측 컴퓨터가 상기 포인터에 의

해 정의된 네트워크 장소로부터 상기 특정의 컨텐트 항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상기 포인터를 

수신측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60.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장치로부터 상기 데이터를 수신측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 장치.

청구항 61.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이미지에 대응하는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가 생성되게 하는 고유 파일 포맷을 

이루는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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