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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컨텐츠 변환을 지원할 수 있는 통신 단말에 관한 것이다. 통신 단말의 프로토콜 구조에서, 분산 파일 시스템 계

층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서버 시스템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통신 단말과의 데이터 파일의 공유를 지원하고, 적응

화 계층은 통신 단말에서의 데이터 파일의 이용을 위한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고,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은 시스템 호출을

수용하여 상기 적응화 계층으로 전달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컨텐츠 변환, 분산 파일 시스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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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과 서버 시스템 사이의 접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과 서버 시스템의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 구조를 탑재한 통신 단말과 서버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제공을 위한 마운트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변환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변환 결과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컨텐츠 변환을 지원하는 통신 단말, 서버 시스템 및 그 변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서

버 시스템에 저장된 컨텐츠를 다양한 단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변환을 지원하는 통신 단말, 서버 시스템 및

그 변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통신 단말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호출(system call)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를 로컬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로컬 파일 시스템은 해당 통신 단

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물리적으로 연결된 저장 장치에만 파일을 저장하게 된다. 그러나, 로컬 파일 시스템은 저

장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장되었던 모든 데이터를 손실하게 되며, 다른 통신 단말의 사용자 또는 다른 통신 단말과

의 데이터 공유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통신 단말의 종류 및 수가 증가하고, 통신 단말이 접속된 통신망의 환경이 다양화되고, 통신 단말의 기능

이 복합화됨에 따라서 통신 단말 간의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무선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 증가,

MPEG-4, ASF 등 다종의 미디어 파일의 출현, 접속 기기별 다양한 품질의 파일 요구 및 고해상도 미디어 파일로 인한 스

토리지의 대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일 컨텐츠를 다종의 미디어 파일로 보관하는 것은 통신 단말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의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공유 및 동기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 통신 단말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기술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공유하는 기술로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로밍 프로파일(roanming

profile) 기술이 있다. 이는 한 도메인으로 묶여진 데스크탑 컴퓨터들 중 어느 데스크탑에 접속하더라도 개인 데이터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파일 공

유를 위한 환경이 제한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환경, 하드웨어 환경 및 통신 환경을 가진 모바일 단말에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통신 단말의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동기화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며,

데이터를 통신 단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컨텐츠가 이용되는 통신 단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는 컨텐츠 변환을 지원하는

통신 단말, 서버 시스템 및 그 변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컨텐츠 변환을 지원하는 통신 장치의 프로토콜 구조가 제공된

다. 이 통신 단말 및 서버 시스템의 프로토콜 구조는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 적응화 계층 및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을 포함

한다.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서버 시스템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통신 단말과의 데이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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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유를 지원하고, 적응화 계층은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통신 단말에서의 데이터 파일의 이용

을 위한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며,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은 적응화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시스템 호출을 수용하여 상기

적응화 계층으로 전달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컨텐츠 변환을 지원하는 통신 단말이 제공된다. 이 통신 단말은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부,

적응화 계층부 및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부를 포함한다.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부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서버 시스

템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통신 단말과의 데이터 파일의 공유를 지원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적응화 계층부는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통신 단말에서의 데이터 파일의 이용을 위한 컨텐츠 변

환을 수행하는 적응화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그리고,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부는 적응화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시스템 호출을 수용하여 상기 적응화 계층으로 전달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통신 단말과 데이터 파일을 공유하는 서버 시

스템의 컨텐츠 변환 방법이 제공된다. 먼저, 적어도 하나의 통신 단말에 대하여 분산 파일 시스템 기반의 마운트 포인트를

생성하고, 통신 단말로부터 상기 마운트 포인트를 통한 데이터 파일의 전송 요청을 수신한다. 다음, 통신 단말 정보를 기초

로 하여 상기 통신 단말이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 통신 단말이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파일에 대한 컨텐츠 변환 후 상기 통신 단말로 전송한다. 그리고,

데이터 파일의 변환 정보를 상기 데이터 파일과 함께 저장하여 다른 통신 단말의 파일 공유에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서버 시스템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통신 단말과 데이터 파일

을 공유하는 통신 단말의 컨텐츠 변환 방법이 제공된다. 먼저,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통신 단말에서 이용 가능한 파일

의 목록 및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 경로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파일 접근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 파일을 전송받는다. 그

리고, 전송받은 데이터 파일에 대한 컨텐츠 변환을 수행한 후, 데이터 파일의 변환 결과를 상기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통신 단말은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파일의 변환을 위한 변환 유닛을 수신하여 내부의 프로토콜 구조에 적용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

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명세서에서 기술한 모듈(module)이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변경이나 플러그인 가능하도록 구성

한 블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있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 또는 블록을 의미한

다. 명세서에서 기술한 "컨텐츠(contents)"란 서버 시스템과 통신 단말이 공유하는 이미지 파일,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파일을 의미한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변환을 지원하는 통신 단말, 서버 시스템 및 그 변환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과 서버 시스템 사이의 접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20)은 무선 개인 근거리 통신망(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무선 랜(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3세대 무선 통신망, 무선 휴대 인터넷 시스템(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및 다른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 시스템(10)과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통신 단

말(20) 및 서버 시스템(10)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끼리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파일

접근 공간을 제공해 주는 분산 파일 시스템(DFS, distributed file system) 기반의 동일한 프로토콜 구조를 갖는다.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100)은 휴대폰, 랩탑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및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비롯한 다양한 통신 단말일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버 시스템(10)은 도 1에 도시된

프로토콜 구조 중 응용 계층(400)이 구비되지 않은 프로토콜 구조를 이용하여 단순히 파일의 저장 및 공유를 위한 시스템

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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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과 서버 시스템의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은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 적응화 계층(Ⅱ),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Ⅲ) 및 응용

계층(application layer)(Ⅳ)을 포함한다.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단말들끼리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데이터의 공유 및 동기화를 제공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을 수용한다.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미도시)를 수용한다.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은 다수의 통신 단말과 서버 시스템 사이에서의 컨텐츠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한 있는 통신 단말 또는 사용자만의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

증 및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은 통신 단말의 모든 사용자에게 특정한 ID를 부여

하거나, 사용자의 확인은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은 특정 통신 단말 또는

사용자가 어느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정 및 분류한다.

또한,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은 통신 단말이 접속되어 있던 통신망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통신망에 접속된 상

태에서만 접근 가능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연결 연산(disconnected operation)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

여, 통신망과 접속된 상태에서 통신 단말은 작업하고자 하는 자원을 서버로부터 복사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통신망과 재접

속되었을 때,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물을 서버로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수의 통신 단말 및 서버 시스

템이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자료 일관성(data consistency)를 이룰 수 있다.

적응화 계층(Ⅱ)은 컨텐츠를 이용하는 통신 단말(20)의 특성, 통신 단말(20)이 현재 접속되어 있는 통신망의 특성 및 사용

자 특성에 적합하게 컨텐츠를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각 통신 단말에 적합한 최적화된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적응화 계층(Ⅱ)은 통신 단말(20)의 응용 계층(Ⅳ)에서 이루어지는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에의 접근을 위

한 모든 시스템 호출(system call)을 가로채서 컨텐츠 변환을 위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에

전달한다. 적응화 계층(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도 3에서 적응화 계층의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적응화 계층부(Ⅱ) 을 참조

로 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Ⅲ)은 응용 계층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시스템 호출을 처리하는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

행한다.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Ⅲ)은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과 운영 체제 사이의 작업을 개념화함으로써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서로 다른 구현이 쉽도록 해 준다.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Ⅲ)은 사용자와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파일이 무

슨 파일 시스템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인식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플로피 디스크나, CO-

ROM 등을 포함한 모든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요청이 생기면, 이 요청은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Ⅲ)에 전해지고,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Ⅲ)은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 내의 알맞은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로 이를 전송해 준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호출은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Ⅲ)으로부터 적응화 계층(Ⅱ)을 통하여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Ⅰ)

으로 전송된다.

응용 계층(Ⅳ)은 다양한 응용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들과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여

기에는 MP3 재생기, 이미지 뷰어, 화상 통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 구조를 탑재한 통신 단말과 서버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 및 서버 시스템은 위에서 기술한 계층의 프로토콜을 각각 구현하는 분

산 파일 시스템 계층부(100), 적응화 계층부(200),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부(300) 및 응용 계층부(400)를 포함한다.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부(100),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부(300) 및 응용 계층부(400)는 위에서 설명한 도 2에 나타낸 프로

토콜 구조를 각각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리고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적응화 계층부(300)는 단말 프로파일(210), 제어 모듈(220), 컨

텐츠 변환 모듈(230)을 포함하며, 컨텐츠 변환 모듈(230)은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변환을 수행하는 이미지 변환 유

닛(231) 및 문서 변환 유닛(232)을 포함한다.

단말 프로파일(210)은 통신 단말(20)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단말 프로파일(210)에는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통신 단말(20)에 할당된 IP 어드레스, 통신 단말(20)의 사용자 ID 및 해당 사용자의 그룹 ID 등의 통신 단말(20) 자체에 할

당된 정보들이 저장된다. 그리고 단말 프로파일(210)에는 디스플레이의 크기, 해상도, 지원 색상, 중앙 처리 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의 클럭, 메모리 정보, 사운드 카드 사양 등을 비롯한 통신 단말(20)의 하드웨어 관련 사항이 저장

된다. 또한, 단말 프로파일(210)에는 현재 통신 단말이 접속되어 있는 통신망의 접속 정보 즉, 통신망의 종류, 컨텐츠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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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전송율, 가용 채널의 대역폭, 데이터 전송 에러율 등의 정보가 저장되며, 컨텐츠 변환 모듈(230)에 포함된 변환 유닛

(231, 232)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단말 프로파일(210)에는 통신 단말(20)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의 명칭 및 버전 정보,

설치된 코덱 정보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이 저장된다.

통신 단말(20) 내의 단말 프로파일(210)은 이와 같은 정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마운트 포인트의 생성시에 제어 모듈

(220)의 제어에 의하여 서버 시스템(10)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를 수신한 서버 시스템(10)은 각 통신 단

말(20)별로 구분하여 프로토콜 구조 내의 단말 프로파일(210)에 통신 단말(20) 관련 정보를 저장하여 두고, 이후의 컨텐츠

변환에 이용한다. 여기서, 통신망 관련 정보는 통신 단말(20)과 관련된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빈번하게 변동되는 정보이므

로, 통신 단말(20)은 주기적으로 단말 프로파일(210)에 저장된 통신망 관련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어 모듈(220)은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부(300)를 통하여 전송되는 응용 계층부(400)에서 발생된 각종 파일 및 디렉토리

관련 시스템 호출을 수신하여 컨텐츠 변환을 위한 데이터 처리를 제어한다. 제어 모듈(220)은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부

(100)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컨텐츠 변환 모듈(230)로 해당 시스템 호출의 내용을 전달하여 응용 계층부

(400)에서 요청한 작업의 처리를 제어한다. 그리고 제어 모듈(220)은 서버 시스템(10)으로부터 수신한 컨텐츠를 통신 단

말(20)에서 이용 가능한 최적의 형태로 변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환 유닛(231, 232)을 호출하여, 컨텐츠를 요청한 통신

단말(20)에서의 이용에 적합한 형태로 컨텐츠가 변환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응용 계층부(400)를 통하여 이미지 뷰어의 구

동을 요청하는 시스템 호출이 전송된 경우, 제어 모듈(220)은 이미지 변환 유닛(232)을 호출하여 컨텐츠 변환을 제어한다.

컨텐츠 변환 모듈(230)은 단말 프로파일(210)을 참조하여 통신 단말(20)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로 변환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컨텐츠 변환 모듈(230) 내의 이미지 변환 유닛(231) 및 문서 변환 유닛(232)이 직접적인 컨텐츠 변환을 수

행하며, 통신 단말(20) 내의 적응화 계층부(200)와 서버 시스템(10) 내의 적응화 계층부(200)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적

절한 형태의 컨텐츠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즉, 서버 시스템(10)이 통신 단말(20)로부터 이미지 파일의 전송 요청을 수신하고, 통신 단말(20)로부터 수신한 단말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 결과 해당 이미지 파일이 통신 단말(20)에서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버 시스템

(10)의 제어 모듈(220)은 컨텐츠 변환 모듈(230)과 자원 접근 요청, 자원 변경 요청, 자원 전달 요청 메시지의 교환을 통하

여 이미지 변환 유닛(231)을 호출하여 해당 이미지 파일을 통신 단말(20)에서 이용 가능한 최적의 형태로 변환되도록 한

다.

이미지 변환 유닛(231)은 단말 프로파일(210)에 저장된 정보 중 통신 단말(20)의 디스플레이의 크기, 지원 색상, 해상도

정보, 통신 단말(20)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의 포맷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미지를 변경하고, 이때 통신 단

말(20)이 현재 접속되어 있는 통신 채널의 상태 정보를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서 변환 유닛(232)은 단말 프로파일(210)에 저장된 정보 중 통신 단말(20)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문서 데이터의 포맷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적절한 형태로 문서를 변환하고, 이때 통신 단말(20)이 현재 접속되어 있는 통

신 채널의 상태 정보를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컨텐츠 변환 모듈(230)에 이미지 변환 유닛(231)과 문서 변환 유닛(232)의 두 종류의 변환 유닛

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서버 시스템(10)은 통신 단말(20)에서 요청한 컨텐츠를 이용하는 응용 서비스에 필요

한 변환 유닛을 전송하여 줄 수 있으며, 이를 수신한 통신 단말(20)은 프로토콜 구조 내의 컨텐츠 변환 모듈(230)에 변환

유닛을 추가 설치하여 이후의 컨텐츠 변환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제공을 위한 마운트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분산

파일 시스템 기반의 동일한 프로토콜 구조를 갖는 서버 시스템(10)과 다수의 통신 단말(20)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

어 있는 경우, 각 통신 주체(10, 20) 내에 저장된 컨텐츠의 공유 및 동기화를 위해서는 각 통신 단말(20)이 다른 통신 단말

(20) 또는 서버 시스템(10) 내에 저장된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인 마운트 포인트를 생성하는 마운트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도 4는 이러한 마운트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서버 시스템(10)에 저장된 컨텐츠에 접근하고자 하는 통신 단말(20)은 서버 시스템(10)에 대하여 인증을 요청한다(S401).

서버 시스템(10)은 프로토콜 내부의 단말 프로파일(210)에 저장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인증을 요청한 통신 단말(20)에 대

하여 서버 시스템(10) 내에 저장된 컨텐츠에 접근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자 인증 및 그룹 인

증을 통하여 서버 시스템(10)은 통신 단말(2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파일 공유를 위한 경로 생성 과정인 마운트 여부를

결정한다(S402). 이와 같은 과정은 서버 시스템(10)의 프로토콜 구조 중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100)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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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시스템(10)으로부터 인증 완료의 신호를 수신한 통신 단말(20)은 단말 프로파일(210)에 저장된 통신 단말의 하드웨

어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및 응용 프로그램 관련 정보들을 서버 시스템(10)으로 전송한다(S403). 이들 정보를

수신한 서버 시스템(10)은 적응화 계층부(200) 내의 단말 프로파일(210)에 동일한 분산 파일 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연결

되어 있는 각 통신 단말별로 이들 정보를 분류하여 저장한다.

서버 시스템(10)은 각 통신 단말(20)로부터 수신하여 단말 프로파일(210)에 저장된 정보 중 해당 통신 단말(20)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 정보 및 설치된 변환 유닛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인증을 요청한 통신 단말(20)에서의 컨텐츠 이용에 필요한

변환 유닛이 모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404).

필요한 변환 유닛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서버 시스템(10)은 해당 통신 단말(20)에 마련되어 있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변환 유닛을 전송한다(S405). 변환 유닛을 수신한 통신 단말(20)은 이를 설치하여 내부의 프로토콜

구조에 적용시킴으로써 컨텐츠 변환을 위한 준비를 수행한다. 이때, 통신 단말(20) 내부의 컨텐츠 변환 모듈(230) 정보가

변경되었으므로, 서버 시스템(10)은 단말 프로파일(210)에 저장된 해당 통신 단말(20)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통신 단말(20)에서의 컨텐츠 변환을 위한 모듈 설치가 종료되면, 서버 시스템(10)은 통신 단말(20)의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 파일 정보 중에서 해당 통신 단말(20)에서 지원 가능한 형태의 파일만을 선별하는 필터링을 수행한다.

서버 시스템(10)은 필터링 결과 해당 통신 단말(20)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파일의 목록과 해당 파일이 저장된 디

렉토리 정보를 생성한다(S406). 예를 들어, MP3 플레이어의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휴대폰의 경우, 서버 시스템(10)은 내

부의 저장부에 저장된 MP3 파일을 추출하여 그 목록을 생성하고, 목록에 포함된 MP3 파일과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정보를 매칭시킬 수 있다.

필터링 결과 얻어진 파일 및 디렉토리 목록을 기초로 하여 서버 시스템(10)은 파일 접근 경로를 명시하는 디렉토리 인덱스

를 이용하여 마운트 포인트를 생성하고, 이를 통신 단말(10)로 전송한다(S407, S408).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버 시스

템(10) 및 통신 단말(20)은 분산 파일 시스템 기반의 프로토콜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 통신 주체(10, 20)가 다른 통

신 주체(10, 20)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미리

설정된 운용 규칙에 따라 디렉토리 이름을 생성하여 서버 시스템(10) 내에 저장된 컨텐츠가 해당 통신 단말(20) 내에 저장

된 컨텐츠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데이터 처리를 통하여 마운트 포인트를 생성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마운트 포인트 생성 과정을 거쳐 통신 단말(20)로 전송된 정보는 통신 단말(20)의 프로토콜 구조 내의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부(100) 내의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에서의 데이터 처리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통신 단말(20)에 필요한 변환 모듈의 전송이 필터링 이전에 수행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서버

시스템(10)은 단말 프로파일(210)에 저장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해당 통신 단말(20)에서 이용 가능한 컨텐츠의 목록을 추

출하는 필터링 과정(S406) 이후에 목록에 포함된 파일의 처리에 필요한 변환 유닛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S404), 필요한 변환 유닛을 통신 단말(20)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서버 시스템(10)은 마운트 포인트 생성 후 통신 단말

(20)로부터 파일 전송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통신 단말(20)에서의 최적의 컨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컨텐츠 변환 모

듈을 전송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마운트 과정에서는 서버 시스템(10)은 통신 단말(20)로 파일 목록과 디렉토리 목록만이 전달되

며, 실제 통신 단말(20)에서 특정 파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면, 서버 시스템(10)으로부터 실제 파일의 복사본이 통신 단

말(20)로 전송되며, 이때 컨텐츠 변환이 수행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변환은 접근 파일에 대한 변경이 없는

읽기 전용 모드(read only mode)로 파일에 접근하는 경우와 통신 단말(20) 측에서의 접근 파일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쓰

기 모드(write mode)로 파일에 접근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되어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

는 주체가 달라진다.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단말(20) 및 서버 시스템(10)에서의 컨텐츠 변환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변환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통신 단말(20)에 디스플레이된 마운트 과정에서 수신한 파일 및 디렉토리 목록에서 특

정한 파일을 선택하면, 통신 단말(20)은 서버 시스템(10)으로 해당 컨텐츠를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신호를 전송한다

(S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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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전송 요청을 수신한 서버 시스템(10)은 프로토콜 구조 내의 단말 프로파일(210)을 참조하여 해당 통신 단말(20)에

서 컨텐츠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02). 즉, 통신 단말(20)에서의 파일 접근 방식이 쓰

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통신 단말(20)이 쓰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통신 단말(20)

이 컨텐츠의 변환없이 원래의 상태대로 컨텐츠를 전송하여 줄 것을 서버 시스템(10)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통신 단말(20)에서 컨텐츠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된 경우에는 서버 시스템(10)은 컨텐츠 변환 처리를 거치지 않고 저

장부에 저장된 파일의 복사본을 통신 단말(20)로 전송한다(S503).

통신 단말(20)에서의 컨텐츠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즉 읽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서버 시스템(10)은

마운트 과정에서 수신하여 단말 프로파일(210)에 저장해 둔 단말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컨텐츠 변환을 수행한 후, 변환된

컨텐츠를 통신 단말로 전송한다(S504, S506). 서버 시스템(10)은 통신 단말(20)의 하드웨어 사양 정보, 통신망 관련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통신 단말(20)에서 자원의 낭비없이 최적의 형태로 파일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텐츠의 변환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의 경우에는 서버 시스템(10)은 통신 단말(20)의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지원 색상 수에

따라서 원본 이미지를 재조정하여 전송한다.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통신 단말(20)의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지원 색상, 재생 속도, 인코딩 방식 등을 변경하여 컨텐츠를 변환한 후 통신 단말(20)로 전송한다. 동영상 파일의

전송시, 필요한 경우에 통신 단말의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서 스트림 형태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서버 시스템(10)은 통신 단말(20)이 현재 접속되어 있는 통신망의 대역폭 정보, 전송 비트율, 전송 에러율 정보를 기

초로 하여 부호화 방식을 변경하거나 파일 자체의 용량을 변경하여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iBro 네트워크에 접속되

어 있던 통신 단말(20)이 사용자의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CDMA 네트워크(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network)에 접

속되면, 두 네트워크의 대역폭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컨텐츠의 화질 또는 음질 등을 낮추는 변환을 수행한 후 통신 단말

(20)로 전송할 수 있다. 서버 시스템(10)에서 이루어진 컨텐츠 변환 관련 정보는 변환 이력(adaptation history)으로서 해

당 파일과 함께 저장된다.

통신 단말(20)에서의 컨텐츠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된 경우, 즉 쓰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통신 단말(20)은 서

버 시스템(10)으로부터 전송한 파일의 복사본을 이용하여 직접 컨텐츠 변환을 수행한다(S505). 통신 단말(20)의 적응화

계층(200)은 전송받은 파일의 형태에 적합한 변환 유닛(231, 232)을 호출하여 단말 프로파일(210) 정보를 기초로 하여 컨

텐츠의 변환을 직접 수행한다. 통신 단말(20)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 변환을 위한 데이터 처리는 서버 시스템(10)에서 이

루어지는 컨텐츠 변환 과정과 동일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서버 시스템(10)으로부터의 컨텐츠 전송이 이루어진 후의 컨텐

츠 변환 과정이므로, 통신 단말(20)이 현재 접속되어 있는 통신망 관련 정보는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

통신 단말(20)에서 수행된 컨텐츠 변환 과정에서 서버 시스템(10)으로부터 전송된 파일에 대한 변경 정보는 서버 시스템

(10)으로 전송되고(S507), 전송된 변경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파일에 대한 컨텐츠 변환 처리가 수행되거나 변환 이력으로

서 해당 파일과 함께 저장된다(S508).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변환 결과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서버 시스템(10) 또는 특정한 하나의 통신 단말(20)에서 이루어진 컨텐츠 변환 결과 이루어진 데이터 파일의 변경을 동일

한 프로토콜 구조를 갖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다른 통신 단말(20)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버 시스템(10)과 통신 단말(20)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 프레임 양식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컨텐

츠 변환을 거친 파일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갖는 구조로 생성된다.

데이터 프레임의 헤더부(610)는 주소 필드와 함께 변환된 파일을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포함한다. 트레일러

(630)는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의 끝 부분으로서 서버 시스템(10) 및 통신 단말(20)에서의 오류 검사를 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필드(620)는 파일의 내용, 형식, 그 변환 이력을 포함한다. 내용은 해당 파일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 자체를 말

한다.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파일 포맷으로 표현하기 위한 구조 정보이다. 예를 들어, 문서 파일의 경우에

는 DOC 타입이 형식이 되고, DOC 타입에 담겨진 글이 내용이 된다. 내용과 형식은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고, 통신 단말

(20)과 변환된 파일 타입의 조합에 따른 컨텐츠 변환 결과에 기초하여 변경될 수 있다.

변환 이력에는 서버 시스템(10) 또는 통신 단말(20)에서 이루어진 컨텐츠 변환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예를 들어, DOC 포

맷의 문서가 TXT 포맷의 문서만을 지원하는 통신 단말(20)에 전송되어 컨텐츠 변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DOC 포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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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T 포맷으로의 파일 포맷의 변경 정보가 변환 이력에 포함되어 서버 시스템(10)으로 전송된다. 서버 시스템(10)은 수신

한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된 변환 이력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던 컨텐츠에 동일한 변환을 수행하여 파일

의 변경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

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통신 단말의 특성을 반영한 컨텐츠의 자동 변환이 가능하며, 변환된 컨텐츠를 동일

한 프로토콜 구조를 갖는 다양한 통신 단말들이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컨텐츠 변환을 위한 별도의 계층을 구비한 프로토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상위 계층의

변경없이 최적화된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컨텐츠 변환을 지원하는 통신 장치의 프로토콜 구조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서버 시스템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통신 단말과의 데이터 파일의 공유를 지원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

상기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통신 단말에서의 데이터 파일의 이용을 위한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

는 적응화 계층; 및

상기 적응화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시스템 호출을 수용하여 상기 적응화 계층으로 전달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의 프로토콜 구조.

청구항 2.

컨텐츠 변환을 지원하는 통신 단말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서버 시스템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통신 단말과의 데이터 파일의 공유를 지원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부;

상기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통신 단말에서의 데이터 파일의 이용을 위한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

는 적응화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적응화 계층부; 및

상기 적응화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시스템 호출을 수용하여 상기 적응화 계층으로 전달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부를 포함하는 통신 단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화 계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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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단말의 식별자 정보, 하드웨어 정보 및 소프트웨어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저장하는 단말 프로파일;

데이터 파일을 상기 통신 단말에서 이용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컨텐츠 변환 모듈; 및

상기 단말 프로파일에 저장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컨텐츠 변환 모듈을 호출하여 데이터 파일의 변환을 제어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통신 단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프로파일은

상기 통신 단말이 접속되어 있는 통신망의 종류, 가용 채널의 대역폭, 데이터 전송 속도, 데이터 전송 에러율 중 적어도 하

나의 정보를 저장하는 통신 단말.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변환 모듈은

상기 데이터 파일의 포맷을 기초로 하여 상기 포맷별로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변환 유닛을 포함하는 통신

단말.

청구항 6.

분산 파일 시스템 기반의 컨텐츠 변환을 지원하는 서버 시스템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통신 단말과의 데이터 파일의 공유를 지원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의 프

로토콜을 지원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부;

상기 분산 파일 시스템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통신 단말에서의 데이터 파일의 이용을 위한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

는 적응화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적응화 계층부; 및

상기 적응화 계층의 상부에 위치하며, 시스템 호출을 수용하여 상기 적응화 계층으로 전달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부를 포함하는 서버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화 계층부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통신 단말로부터 수신한 해당 통신 단말의 식별자 정보, 하드웨어 정보, 소

프트웨어 정보 및 통신망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통신 단말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는 단말 프로파일;

메모리부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상기 통신 단말에서 이용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컨텐츠 변환 모듈; 및

공개특허 10-2006-0064503

- 9 -



상기 단말 프로파일에 저장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컨텐츠 변환 모듈을 호출하여 데이터 파일의 변환을 제어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서버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변환 모듈은

상기 데이터 파일의 포맷을 기초로 하여 상기 포맷별로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변환 유닛을 포함하는 서버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화 계층부는

상기 단말 프로파일에 저장된 통신망 관련 정보를 참조하여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는 서버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화 계층부는

상기 컨텐츠 변환된 데이터 파일과 상기 데이터 파일에 대한 변환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 시스템.

청구항 11.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통신 단말과 데이터 파일을 공유하는 서버 시스템의 컨텐츠 변환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통신 단말에 대하여 분산 파일 시스템 기반의 마운트 포인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상기 마운트 포인트를 통한 데이터 파일의 전송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 단말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통신 단말이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

계;

상기 통신 단말이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데이터 파일에 대한 컨텐츠 변환 후 상기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파일의 변환 정보를 상기 데이터 파일과 함께 저장하여 다른 통신 단말의 파일 공유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컨텐츠 변환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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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마운트 포인트 생성 단계는

상기 통신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통신 단말로부터 단말의 식별자 정보, 하드웨어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및 통신망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수신

하는 단계;

수신한 상기 단말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통신 단말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의 목록 및 해당 파일이 저장된 디렉토

리의 목록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목록을 상기 서버 시스템 내의 하나의 디렉토리에 연결시켜 상기 통신 단말의 데이터 파일의 접근 경로를 생

성하여, 상기 목록과 접근 경로 정보를 상기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텐츠 변환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은

상기 데이터 파일의 전송을 요청한 상기 통신 단말의 하드웨어 정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데이터 파일

의 변환을 수행하는 컨텐츠 변환 방법.

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은

상기 통신 단말이 접속되어 있는 통신망의 종류, 가용 채널의 대역폭, 데이터 전송 속도, 데이터 전송 에러율 중 적어도 하

나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데이터 파일의 변환을 수행하는 컨텐츠 변환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단말이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데이터 파일의 복사본을 상기 통신 단말로 전송하여 상기 통신 단말에서의 컨텐츠 변환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컨텐츠 변환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이 상기 통신 단말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데이터 파일의 컨텐츠 변환에 필요한 변환 유닛 정보를 추출

하여, 해당 변환 유닛을 상기 통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컨텐츠 변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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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은 상기 통신 단말에서 이루어진 컨텐츠 변환 결과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컨텐츠 변환

방법.

청구항 18.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서버 시스템 및 적어도 하나의 다른 통신 단말과 데이터 파일을 공유하는 통신 단말의 컨텐츠

변환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통신 단말에서 이용 가능한 파일의 목록 및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 경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파일 접근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 파일을 전송받는 단계;

상기 전송받은 데이터 파일에 대한 컨텐츠 변환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파일의 변환 결과를 상기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텐츠 변환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데이터 파일의 변환을 위한 변환 유닛을 수신하여 내부의 프로토콜 구조에 적용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컨텐츠 변환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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