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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역폭별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의 대역폭별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은 컨텐츠 제공서버에 접속한 사용자 컴퓨터의 대역폭(인터넷 속

도)를 감지하여 각 사용자 컴퓨터의 대역폭에 맞게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사

용자 컴퓨터 측에서는 서버에 접속시 사용자 컴퓨터의 인터넷 속도를 포함하는 메세지를 생성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대역폭 감지장치를 구비하고 컨텐츠 제공서버는 여러가지 대역폭으로 인코딩된 동일한 컨텐츠를 구비한다. 이처럼, 

사용자의 대역폭에 맞게 컨텐츠를 제공해줌으로써 컨텐츠 제공자 측에서는 보다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사

용자 측에서는 최적의 속도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컨텐츠 제공자들이 일방적인 어느 특정 대역폭으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것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컨텐츠 제공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대역폭 감지장치가 생성하는 메세지 포맷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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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의 인터넷 대역

폭을 감지하고 감지된 대역폭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보

다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되었 다.

사용자 컴퓨터들은 모뎀이나 랜카드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인터넷 상의 특정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다양한 컨텐

츠를 제공받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량 즉 대역폭은 사용자의 컴퓨터 성능 및 모뎀이나

랜카드 등의 성능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컨텐츠 제공자들은 도 1에서와 같이 일방적인 어느 특정 대역폭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 측에서는 컨텐츠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공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컨텐츠 제공자 측에서는 고객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도 1과 같이 컨텐츠 제공자가 256K의 대역폭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의 대역폭이

4M 라 하더라도 256K의 속도로 해당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128K 또는 이보다 낮은 대역폭을 

가지는 인터넷 사용자는 해당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컨텐츠 제공자들도 결국 자신들이 제공하는 대역폭 보다 낮은 대역폭을 가지는 인터넷 사용자를 고객으로 받지 못하

여 수익이 적어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각 사용자의 대역폭을 감지하여 사용자별 대역폭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대역폭별 컨텐츠 제공 시스템은 사용자 컴퓨터가 특정 컨텐츠 제공서버에

접속시 사용자 컴퓨터의 대역폭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메세지를 생성하여 컨텐츠 제공서버로 전송하는 대역폭 감지

장치, 다수의 대역폭으로 인코딩된 동일한 컨텐츠를 저장하는 컨텐츠 DB 및 대역폭 감지장치로부터의 메세지를 분석

하여 해당 사용자 컴퓨터의 대역폭을 감지하고 컨텐츠 DB에서 감지된 대역폭으로 인코딩된 컨텐츠를 검색하여 해당 

사용자 컴퓨터로 제공해주는 컨텐츠 제공서버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컨텐츠 제공 방법은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 컴퓨터의 대역폭을 감지하는 제 1단계 및 제 1단계에서 감지된 

대역폭으로 인코딩된 컨텐츠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 제공해주는 제 2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구성도이다.

사용자 PC(10)는 웹브라우져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특정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구동되

어 해당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컴퓨터를 나타낸다.

대역폭 감지장치(11)는 사용자 PC(10)를 인터넷상의 특정 서버와 연결시켜주는 사용자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사용자

PC(10)가 인터넷상에서 컨텐츠 제공자측 서버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PC(10)의 인터넷 속도(대역폭)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된 메세지를 생성하여 사용자 PC(10)가 해당 서버에 접속과 함께 생성된 메세 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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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 PC(10)의 컨텐츠 제공 요구에 앞서 자신이 구동되고 있는 사용자 PC의 인터넷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접속

한 서버에게 먼저 알려준다.

이러한 대역폭 감지장치(11)는 도 2와 같이 사용자 PC(10)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설치 이용되거

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각 사용자 PC(10)내에서 구동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시 사용자 PC(10)의 슬롯에 꽂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컨텐츠 제공서버(20)는 여러가지 대역폭으로 인코딩한 동일한 컨텐츠를 컨텐츠 DB(21)에 구축하며, 대역폭 감지장

치(11)가 생성하여 전송한 메세지를 수신시 이를 분석하여 접속한 사용자 PC(10)의 인터넷 속도를 알아낸 후 사용자 

PC(10)로부터 컨텐츠 제공 요청이 있을 시 컨텐츠 DB(21)에서 해당 사용자 PC(10)의 인터넷 속도에 맞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컨텐츠 제공서버(20)는 접속한 사용자 PC(10)에 대한 정보 즉 사용자 PC(10)의 IP 주소와 인터넷 속도를 고

객 DB(22)에 저장하여 향후 동일한 IP 주소를 갖는 사용자 PC(10)가 재 접속시에는 기 고객 DB(22)에 저장된 정보

를 이용하여 대역폭별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컨텐츠 제공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자 PC(10)의 웹브라우져를 활성화시킨 후 특정 컨텐츠 제공서

버(20)의 도메인을 웹브라우져의 입력창에 입력하여 해당 컨텐츠 제공서버(20)로 접속을 시도한다(단계 201).

물론, 본 발명은 웹브라우져를 이용한 컨텐츠 제공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FTP(File Transform Protocol)과 같이 특

정 서버와 연동하여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사용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대역폭 감지장치(11)는 이처럼 사용자 PC(10)의 인터넷 접속을 감지하면 사용자 PC(10)의 인터넷 서비스 타입, 인터

넷 속도 및 사용자 PC(10)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특정 메세지를 생성하여 사용자 PC(10)가 접속하려는 컨텐츠 제공

서버(20)로 생성된 메세지를 전송한다(단계 202).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대역폭 감지장치(11)가 생성하는 메세지 포맷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의 메세지 포맷에서 인터넷 서비스 타입은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는 서비스 종류로 8 비트로 이루어지며 타입 1은 ADSL(A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L, 타입 2는 ADSL

-P 등 2 8 개 즉 256가지의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인터넷 속도는 16비트로 구성되어 2 16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 PC(10)의 인터넷 속도가 32Kbps 이

면 해당 란에 0000 0000 0001 0000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인터넷 속도가 256Kbps 이면 해당 란에 0000 0000 10

00 000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술된 메세지를 수신한 컨텐츠 제공서버(20)는 메세지를 분석하여 접속을 원하는 사용자 PC(10)의 인터넷 속도를 

알아낸 후 컨텐츠 DB(21)에서 해당 속도에 적합한 컨텐츠를 검색하여 찾아낸다. 찾아낸 후 해당 컨텐츠를 접속한 사

용자 PC(10)의 IP 주소로 해당 사용자 PC(10)의 대역폭에 맞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단계 203).

그리고, 컨텐츠 제공서버(20)는 접속한 사용자 PC(10)의 IP 주소와 인터넷 속도 정보를 고객DB(22)에 저장한다(204

).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대역폭에 맞게 컨텐츠를 제공해줌으로써 컨텐츠 제공자 측에서는 보다 많은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는 최적의 속도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컴퓨터가 특정 컨텐츠 제공서버에 접속시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대역폭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메세지를 생성

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로 전송하는 대역폭 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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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대역폭으로 인코딩된 동일한 컨텐츠를 저장하는 컨텐츠 DB; 및

상기 대역폭 감지장치로부터의 메세지를 분석하여 해당 사용자 컴퓨터의 대역폭을 감지하고 컨텐츠 DB에서 감지된 

대역폭으로 인코딩된 컨텐츠를 검색하여 해당 사용자 컴퓨터로 제공해주는 컨텐츠 제공서버를 구비하는 대역폭별 컨

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감지장치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인터넷 서비스 타입, 대역폭 및 IP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메세지를 생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대역폭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감지장치는 생성된 상기 메세지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에 접속과 동시에 전송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역폭별 컨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에 접속한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정보를 저장하는 고객 DB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역폭별 컨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 컴퓨터의 대역폭을 감지하는 제 1단계; 및

상기 제 1단계에서 감지된 대역폭으로 인코딩된 컨텐츠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 제공해주는 제 2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대역폭별 컨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대역폭 정보가 포함된 메세지를 수신하고 그 메세지로부터 상기 사용자 컴퓨

터의 대역폭을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역폭별 컨텐츠 제공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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