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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콘텐츠 출판 시스템은 다수의 정적 콘텐츠 및 다수의 동적 콘텐츠를 통합할 수 있는 소정의

내부 표현으로 구성하여 콘테이너 단위로 저장하는 콘텐트 리파지토리, 디바이스에 따른 출력형식 변환규칙들을 저

장하는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 및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디바이스 특성에 맞도록 변환하는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

리를 구비한 리파지토리; 및 웹서버로부터의 콘텐츠 요청을 받고 콘텐트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콘테이너를 인출하고,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텐츠를 액세스하여 실시간으로 정적 콘텐츠

에 통합하고,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형식 변환규칙으로 통합된 콘텐츠를 변환하

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미디어 변환기로 변환하여 웹서버로 전달하는 서비스 출판 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서비스 제작자는 사용자 단말기의 종류에 따른 콘텐츠 변환에 대한 부담없이 다양한 소스의 동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폭넓은 인터넷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콘텐츠 출판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 및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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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기존의 방식에 의한 인터넷 콘텐츠 출판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서비스 출판 시스템이 운용되는 제1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서비스 출판 시스템이 운용되는 제2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의 서비스 출판 시스템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서비스 출판 시스템의 사용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리파지토리에서 인출된 콘테이너를 조작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은 콘테이너 식별자의 포맷을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무선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 출판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서, 콘텐츠 변환 및 관리 도구

그리고 웹사이트 출판 도구와 관계가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문서들을 인터넷 상에서 공유하고 출판할 수 있는 문서의 서식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적

인 표준으로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 등장하였으며, HTML 문서들을 주고 받기 위한 HTTP(Hyp

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의 등장으로 비로소 일반 사용자들이 인터넷 상에 출판된 HTML 문서들을 개인

용 컴퓨터의 브라우져(Browser)로써 액세스할 수 있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WWW) 환경이 구축되었다

.

WWW의 등장으로 지난 수년간 웹사이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웹서버 상에서 운

영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HTML 문서들을 전달해주고 있다.

웹사이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웹사이트 출판 도구들도 등장하였다. 기존의 기술에 의한 웹사이트 출판 도구들은 주로 

HTML 편집기/생성기로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HTML 파일들 간의 상호 연결관계의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

한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에 의한 웹사이트 출판 도구들은 정적인 콘텐츠로 구성된 HTML 파일만을 생성해주며, 동적으로

콘텐츠를 가공해서 HTML 파일로 변환해주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적인 HTML 파일을 

생성하도록 CGI(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웹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표준이 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CGI 

표준을 채택한 많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유선 인터넷 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제는 HTML 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을 위한 별도의 문서 

서식의 표준이 등장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을 위한 대표적인 통신 프로토콜 및 문서의 서식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으

로는 무선 응용 포럼(Wireless Application Forum)에서 제안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및 WML(Wir

eless Markup Language)이 있다. 이외에도 HDML(Handheld Devices Markup Language) 또는 간략화된 HTML 

등이 무선 인터넷을 위해 제안된 바 있고, 현재 국내외의 이동통신 업체들에서 이러한 표준들을 사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종래의 기술에 의한 대표적인 웹사이트 출판 도구들로는 Macromedia의 DreamWeaver와 Microsoft의 FrontPage, 

그리고 NetObjects의 Fusion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HTML 웹페이지를 WYSIWYG(What You See is Wh

at You Get)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과 HTML 페이지들 간의 링크 관계를 설정하고 GUI(Graphic User Interf

ace) 상에서 링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HTML 기반의 콘텐츠를 웹사이트로서 출판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적인 HTML 파일들을 만드는 기능에 국한되므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또는 임의의 웹상

에 존재하는 기존의 동적인 콘텐츠를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HTML 문서를 생성해주는 도구로는 사용될 수가 없다.

반면, Oracle에서는 유/무선 인터넷 상의 실시간 콘텐츠의 변환 및 출판을 지원하는 Portal-to-Go라는 제품을 선보

인 바 있다. Portal-to-Go는 기본적인 콘텐츠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표현하고 실시간으로 데이

터베이스, 파일 또는 임의의 웹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동적인 콘텐츠를 변환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XML로 변환된 콘

텐츠를 유/무선의 특정 언어(예를 들면, HTML, WML, HDML)로도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동적 컨텐츠 변환 및 출판을 지원하는 발명들의 단점은 웹사이트 출판에 있어서 동적으로 HTML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의 자동생성 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

한 실시간 변환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

로 통합하고 처리하여 디바이스별 콘텐츠를 생성하고, 동적 데이터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출판할 수 있는 

유/무선 인터넷 상에서의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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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제공함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방법을 제공함을 제2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기능을 갖는 프로그램 출판방법을 제공함을 제

3의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은 다수의 정적 콘텐츠 및 다수의 동적 콘텐츠를 통합할 수 있는 소정의 내부 표현으

로 구성하여 콘테이너 단위로 저장하는 콘텐트 리파지토리, 디바이스에 따른 출력형식 변환규칙들을 저장하는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 및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디바이스 특성에 맞도록 변환하는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를 구비한 리

파지토리; 및 웹서버로부터의 콘텐츠 요청을 받고 상기 콘텐트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콘테이너를 인출하고, 인출된 콘

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텐츠를 액세스하여 실시간으로 정적 콘텐츠에 통합하

고, 상기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형식 변환규칙으로 통합된 콘텐츠를 변환하고, 인

출된 콘테이너에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바이스 특성에 맞추어 변환

하여 상기 웹서버로 전달하는 서비스 출판 서버를 포함한다.

상기 콘텐츠 출판 시스템에서 상기 서비스 출판 서버는 서비스 제작자로부터 프로그램 출판 요청을 받고 상기 콘텐트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콘테이너를 인출하고,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

텐츠를 액세스하기 위한 태그를 생성하여 정적 콘텐츠에 포함하고, 상기 변환기 객체 리파 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형식 변환규칙들로 태그를 포함한 정적 콘텐츠를 변환하여 디바이스 출력형식별 프로그램을 생성하

고, 생성된 디바이스 출력형식별 프로그램을 상기 웹서버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출판 기능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의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방법은 (a) 다수의 정적 콘텐츠 및 다수의 동적 콘텐츠를 통합할 수 있는 소정의 내부 표현으로 구성하여 콘테이

너 단위로 저장하는 콘텐트 리파지토리 및 디바이스에 따른 출력형식 변환규칙들을 저장하는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

리를 구비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는 단계; (b) 웹서버로부터의 콘텐츠 요청을 받고 상기 콘텐트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콘테이너를 인출하는 단계; (c)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텐츠를 액세

스하여 실시간으로 정적 콘텐츠에 통합하는 단계; 및 (d) 상기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형식 변환규칙으로 통합된 콘텐츠를 변환하고, 인출된 콘테이너에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바이스 특성에 맞추어 변환하여 상기 웹서버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의 제3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기능을 갖는 프로그램 출판방법은 (a) 다수의 정적 콘텐츠 및 다수의 동적 콘텐츠를 통합할 수 있는 소정의 내부 

표현으로 구성하여 콘테이너 단위로 저장하는 콘텐트 리파지토리 및 디바이스에 따른 출 력형식 변환규칙들을 저장

하는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를 구비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는 단계; (b) 서비스 제작자로부터 프로그램 출판 요청을

받고 상기 콘텐트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콘테이너를 인출하는 단계; (c)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

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텐츠를 액세스하기 위한 태그를 생성하여 정적 콘텐츠에 포함하는 단계; (d) 상기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형식 변환규칙들로 태그를 포함한 정적 콘텐츠를 변환하여 디바이

스 출력형식별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단계; 및 (e) 생성된 디바이스 출력형식별 프로그램을 상기 웹서버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내부 콘텐츠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고, 내부 콘텐츠를 

기존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실시간으로 추출된 데이터와 함께 통합하여 유선/무선 인터넷 상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판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내부 콘텐츠에 대한 표현방식은 본 발명에서 특별히 한정되진 않지만,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는 XML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다. 또한, 서비스란 본 발명에 의해 출판된 프로그램들과 출판된 데이

터를 포함하여 최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일련의 출판된 내용들 일체를 말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서비스 출판 시스템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의 구성과 본 발명에 의해 출판 가능한 서비스들, 그

리고 본 발명에 의해 통합이 가능한 데이터 소스들을 도시화한다. 여기서 본 발명에 의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

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의 일실시예로서 의 서비스 출판 시스템은 서

비스 출판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 출판 서버(Service Publishment Server)(4), 서비스 제작자를 위한 툴인 서비스 개

발 툴(Service Development Tool)(6), 출판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 툴(Service Management Tool)

(5), 출판에 사용될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리파지토리 관리 툴(Repository Management Tool)(7), 리파지토

리(8), 사용자/그룹별 데이터베이스(9), 로그 데이터(10) 및 사용자의 서비스 출판 서버(4) 액세스에 대한 로그를 기

록하고 관리하며 고객 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시스템(도시되지 않음)과의 통합을 도

와주는 CRM 통합 툴(CRM Integration Tool)(11)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서비스 출판 서버(4)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운영 기능과 서비스 구성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서비스 출판 서버(4

)는 서비스 운영 중에 서비스의 내용 또는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구성 기능에는 서비스에 포함될 다양한 콘텐츠들을 내부 표현(XML)으로 구성하여 리파지토리(8)에 저장하고

, 리파지토리(8)에 저장된 콘텐츠들을 프로그램으로 출판해주는 기능이 있다. 서비스 제작자는 서비스 개발 툴(6)을 

통하여 서비스 출판 서버(4)의 서비스 구성 기능들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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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 기능은 리파지토리(8)에 저장된 콘텐츠들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출판해 주는 기능이다. 

기본적으로 리파지토리(8)에 저장된 콘텐츠들에는 서비스 제작자가 미리 제작해 놓은 데이터(이하에서는 정적 데이

터(static data)라 칭한다)와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얻어온 데이터(이하에서는 동적 데이터(dynam

ic data)라 칭한다)의 두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각 종류의 데이터에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

는 이들로 구성된 전자우편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서비스 출판 

서버(4)는 사용자가 요구한 콘텐츠를 출판할 경우 요구된 콘텐츠에 동적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데이터를 제

공해 주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출판해 준다. 서비스 출판 서버(4)가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 소스에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15a), 파일 시스템(15b),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15c), 전자우편 서버(15d

), XML 형식의 결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응용프로그램(15e)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데이터 소스들

은 예시일 뿐이므로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적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검색 조건을 

주어지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필터링(data filtering) 기능과 다수의 데이터 소스

들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구성하는 기능이 제공될 수 있다.

서비스 출판 서버(4)가 실시간으로 출판하는 내용의 형식 역시 특별한 형식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HTML기반의 형

식들(1a), 무선 인터넷을 위한 HDML(1b), WML(1c), XML(1d), VoiceXML(1e) 등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출판 서버(4)는 사용자/그룹별 데이터베이스(9)를 관리하여 사용자(User)별 또는 그룹(Community)별로 서로

다른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로는 개인 포털(Personal Portal)(1

a)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개인 포털(1a)은 개인의 취향에 맞춰 개인 별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서비스 출판 서버(4)는 사용자별 서비스 이용 로그 데이터(10)를 기록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운영 중에 어떤 콘

텐츠를 액세스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CRM 통합 툴(11)은 로그 데이터(10)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서비스 출판 서버(4)에 의해 출판이 가능한 서비스들에는 기존의 웹사이트 출판 방식에 의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서

비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을 출판할 수 있다. 즉, 서비스 출판 서버(4)로 인해 출판이 가능한 서비스

들에는 개인 포털(Personal Portal)(1a), 동적 검색/비교 서비스(Dynamic Search/Comparison Service)(1b), 웹 통

합 서비스(Web Integration Service)(1c), CRM 서비스(1d), BAI(Business Application Integration), BPI(Business

Process Integration), B2B 통합(Business-to-Business Integration)(1e)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적 검색/비교 서비스(Dynamic Search/Comparison Service)(1b)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로부터의 

데이터를 통합하면서 검색 조건을 주어서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웹 통합 서비

스(Web Integration Service)(1c)는 기존의 웹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내용을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서비

스로서, 전자우편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 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에 대한 통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CRM 서

비스(1d)의 경우 CRM 통합 툴(11)을 사용하여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

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해주는 전자우편 마 케팅 서비스(email marketing service)를 의미한다. 또한, BAI(Busi

ness Application Integration)은 회사 내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서비스이고, BPI(Business Process Integr

ation)은 사내 업무를 통합하는 서비스이고, B2B 통합은 회사 간의 업무를 통합하는 서비스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 단

말기의 종류 및 사용자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문서 형식에 관계없이 출판된 데이터를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도 2에 의하면, 기존의 인터넷 컨텐츠 출편방식에서는 사용자(21)는 자신이 구비한 개인용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

(22)을 사용하여 유선 인터넷(23)에 접속하거나, 휴대폰 등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29)를 이용하여 유선 인터넷(23)에

연결된 무선통신망(28 및 29)에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각종 웹 서버들(25a, 25b, 25c)은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26)에서 필요한 컨텐츠를 인출하여 사용자(21)가 요구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부

하 조절 스위치(24)는 접속된 웹 서버들(25a, 25b, 25c)의 통신 부하를 조절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도 2에 대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

츠 출판 시스템의 일실시예로서의 서비스 출판 시스템(37a, 37b, 37c)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웹 서버(35a, 35b,

35c)에 탑재되어 운영될 수 있다. 여기서, 각 서비스 출판 시스템(37a, 37b, 37c)은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36a) 뿐만 아니라 인터넷/인터라넷(36b)에 존재하 는 각종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획득하여 실시

간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접속된 사용자(31)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의 

일실시예로서의 서비스 출판 시스템(47a, 47b, 47c)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웹 서버(45a, 45b, 45c)와는 분리되

어 운영될 수도 있다. 이때, 부하 조절 스위치(44)는 접속된 웹 서버들(25a, 25b, 25c) 및 접속된 서비스 출판 시스템

들(47a, 47b, 47c)의 부하를 조절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도 3에서와 같이 각 서비스 출판 시스템(47a, 47b, 47c)은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46a) 뿐만 아니라 인터넷/인터라넷(46b)에 존재하는 각종 데이터 소스로부터 

동적 데이터를 획득하여 실시간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접속된 사용자(41)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

스템의 일실시예로서의 서비스 출판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서비스 출판 서버(4) 및 리파지토리(8)의 내부 구성을

상세히 도시한다.

먼저, 리파지토리(8)에 대하여 설명한다. 리파지토리(8)에는 콘텐트 리파지토리(70),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90) 및 

미디어 변환기 레파지토리(95)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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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 리파지토리(70)는 서비스 출판 서버(14)가 콘텐트를 관리하기 위해 저장하는 리파지토리이다. 콘텐트 리파지

토리(70)에 저장되는 기본적인 논리적인 단위는 콘테이너(Container)(74)이며, 콘텐트 리파지토리(70)에는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콘테이너(74)들이 저장될 수 있다. 콘테이너(74)들은 계층구조를 갖는 디렉토리(72) 내에 저장되며, 디

렉토리(72)에는 하위 디렉토리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콘테이너(74)는 논리적인 웹사이트의 하나의 가상 페이지

개념을 표현한다. 또한, 콘테이너(74)는 저장의 기본 단위가 된다. 즉, 파일 시스템에 저장될 경우, 하나의 콘테이너(7

4)가 하나의 파일에 저장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경우에는 하나의 콘테이너(74)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튜플(tu

ple)로 저장된다. 본 발명에서 콘테이너(74)가 저장되는 저장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시스템 등 임의의 구

성을 지닐 수 있다.

콘테이너(74)는 사용자 단말기의 브라우저로부터 동적인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콘테이너(74)는

패러미터(parameter)(84) 객체들을 가질 수 있다. 각 패러미터(84) 객체의 값은 사용자 단말기의 브라우저가 해당 콘

테이너(74)로 이동(navigate)할 때의 입력 값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콘테이너(74)는 패러미터(84)의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동적인 콘텐트를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콘테이너(74) 내에 저장되는 객체들의 종류는 본 실시예에서 제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출판 서버(4)를 사

용하는 서비스 제작자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콘테이너(74)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객체들에 

대한 설명이다.

텍스트(Text)(75)는 문자열로 구성된 객체를 표현하며, 정적인 데이터를 포 함할 수도 있고 동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동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경우에는 텍스트(75) 객체는 근원지 기술(Source Description)(83) 객체를 갖는

다. 또한, 텍스트(75) 객체의 속성으로 다른 콘테이너(74)에 대한 링크를 나타내는 타겟(Target)(78) 객체를 가질 수 

있다.

근원지 기술(83) 객체는 동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동적 데이터를 추출하는 소스로는 관계

데이터베이스(30a), 파일시스템(30b), HTML(30c), 전자우편 서버(30d), 일반 응용 프로그램(30e) 등 데이터를 동적

으로 생성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도 될 수 있다.

또한, 근원지 기술(83)을 갖는 객체는 근원지 기술(83)을 통해 데이터 소스에게 입력값을 넘겨주거나 출력값을 받아

올 때 그 입력값 및/또는 출력값들에 대한 변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환 규칙을 표현하는 객체로서 정규 표현식(Re

gular Expression)(82)이 있다. 정규 표현식(82) 객체는 문자열에 대한 변환식을 정규 표현식으로 나타내는데 임의

의 문자열에 대한 변환이 가능하다.

하나의 타겟(78) 객체는 콘테이너(74) 이름을 속성으로 가지며, 그 의미는 타겟(78) 객체를 가진 객체(예를 들어, 텍

스트, 테이블 등)를 사용자가 선택했을 때 타겟(78)이 가리키는 콘테이너(74)로 이동(navigation)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미지(Image)(76) 객체는 비트맵 이미지를 나타내는 멀티미디어 객체로서 단말기에 표시될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경

로와 속성들을 저장한다. 이외에도 멀티미디어 객체로서 비디오(Video)(85) 객체, 음성(Voice)(86) 객체, 오디오(Au

dio)(87) 객체 등이 있다. 멀티미디어 객체의 경우 정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고 동적 인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멀티미디어 객체가 정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경우에는 특히 단말기마다 미디어 포맷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멀티미디어 객체는 각 단말기 특성에 맞는 포맷을 지원하는 미디어 파일 경로를 각각 저장한다. 한편, 멀티미디어 객

체가 동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경우에는 미디어마다 각 단말기 특성에 맞는 포맷으로 실시간으로 변환하므로 별도의 

지정된 파일에 대한 경로를 저장하지는 않는다.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88) 객체에는 전자우편 서버로부터 전달되는 메일 형식의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표현하는 객체로서 전자우편 서버 주소,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의 전자우편 액세스에 필요한 정

보들이 저장된다. MIME(88) 객체는 동적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객체로서 동적인 데이터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포

함될 수 있다. 동적인 데이터에 포함된 각 미디어 데이터는 미디어 변환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각 단말기 특성에 맞

는 포맷으로 변환된다.

테이블(Table)(77) 객체는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객체로서, 텍스트(75) 객체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정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고 동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테이블(77)에 동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에는 근원지 기술(83)객체를 가진다. 테이블(77)의 경우 각 열별로 타겟(78)이 존재할 수 있다.

입력(Input)(79) 객체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기 위한 객체를 표현하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값은 어떤 콘테

이너(74) 객체에 파라미터로 전달될 수 있다.

선택(Selection)(81) 객체는 미리 정의된 값들의 리스트로 구성되며, 사용자로부터 특정값을 선택하도록 하는 객체를

표현한다. 선택(81)에서 선택된 값은 입력(79)과 마찬가지로 어떤 콘테이너(74) 객체에 파라미터로 전달될 수 있다.

폼(Form)(80)은 임의의 개수와 순서의 텍스트(75), 테이블(77), 입력(79), 이미지(76), 선택(81) 객체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입력(79)과 선택(81) 객체로부터 얻은 값을 어떤 콘테이너(74)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된다

. 폼(80)은 상기 입력값들을 전달하기 위한 콘테이너(74)를 표현하는 타겟(78) 객체를 가진다. 또한, 전달 방법으로서

HTTP 프로토콜의 GET과 POST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90)는 콘텐트 리파지토리(70)에 존재하는 콘테이너(74)들이 제공하는 XML을 지정된 출력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XSL(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규칙들을 저장한다. 콘테이너(74)로부터 제공되는 XM

L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실시간 콘텐트 변환을 위해서 콘텐트 변환 모듈(54)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출판을 위하여 콘텐트 출판 모듈(57)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

리(90)는 이 두가지 유형의 XML을 각각 변환할 수 있는 XSL 규칙들을 저장한다. 실시간 콘텐트 변환의 경우, 최종 

출력이 사용자의 단말기에 맞는 형식으로서 HTML, WML, HDML 등의 문서형식이 되므로, 각 문서형식에 맞는 문서

변환규칙들(HTML, WML, HDML 등 생성용 XSL)(91)이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90)에 저장된다. 프로그램 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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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종 출력은 사용자 단말기에 맞는 문서 형식에 부가적으로 프로그램 논리가 표현된 특수 태그(tag)들이 포함될

수 있는 문서 형식인 바, 본 발명에서는 이들 최종 출력들을 편의상 프로그램 생성(program-generated) 문서라는 의

미로 HTML, WML, HDML 등의 앞에 'p'를 붙여서 pHTML, pWML, pHDML 등이라 부른다. 이러한 문서들을 생성

하기 위한 프로그램 변환규칙들(pHTML, pWML, pHDML 등 생성용 XSL)(92)도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90)에 저

장된다. 또한, 프로그램 변환규칙들에는 디바이스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디바이스에 맞는 문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맞춤(Device Customization) 문서들(93)이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90)에 저장된다. 이

러한 디바이스 맞춤 문서들(93)은 제작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 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95)에는 각종 미디어(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트에 대한 변환기들(96, 97, 98

)이 저장된다. 이들 변환기들(96, 97, 98)은 프로그램 또는 자바 클라스(class)들로 구현될 수 있다.

서비스 출판 서버(4)의 내부구조에 대한 설명하기로 한다.

서비스 출판 서버(4)는 기본적으로 정적 데이터 및 동적 데이터를 통합 생성할 수 있는 엔진으로서, 크게 멀티미디어 

변환 기능을 포함한 실시간 데이터 변환 기능, 프로그램 출판 기능, 콘텐트의 조작(manipulation) 기능 그리고 사용자

/그룹 및 세션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서비스 출판 서버(4)의 실시간 데이터 변환 기능을 설명한다. 웹 서버(62)로부터 콘테이너(74)에 대한 요청이 콘

텐트 요청 API(Content Request API)(53)로 전달되면, 콘텐트 요청 API(53)는 상기 요구를 콘텐트 변환 모듈(Conte

nt Transformation Module)(54)로 전달한다. 여기서, 상기 요청에는 콘테이너 정보와 사용자 단말기 정보가 포함된

다.

콘텐트 변환 모듈(54)은 콘테이너 해쉬 맵 모듈(Container Hash Map Module)(52)을 통하여 상기 요청에 포함된 콘

테이너가 서비스 출판 서버(4)의 메모리 상에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메모리 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콘

테이너 해쉬 맵 모듈(52)은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61)를 통해 해당 콘테이너를 콘텐트 리파지토리(70)에서 인출

하여 서비스 출판 서버(50)의 메모리에 로드시켜 콘테이너 DOM 객체(Container DOM object)(55)로 변환시킨다. 이

후, 콘텐트 변환 모듈(54)은 콘테이너 DOM 객체(55)로부터 XML 형식의 문서를 제공받는다. 콘테이너 DOM 객체(5

5)는 콘텐트 변환 모듈(54)로 XML 형식의 문서를 제공하기 전에, 동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동적인 데이터를 액세스하도록 동적 데이터 소스 통합자(Dynamic Source Integrator)(56)에 요청한다(이에 관련된 

기술은 본 출원인이 2000년 6월 1일 미국에 가출원(미국 가출원 번호 : 60/208,544)한 명세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

다).

콘테이너 변환 모듈(54)은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61)로 하여금 상기 요청에 포함된 사용자 단말기 정보를 사용

하여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90)로부터 사용자의 단말기에 맞는 문서 변환규칙(91)을 인출하도록 한다. 이후, 콘테

이너 변환 모듈(54)은 콘테이너 DOM 객체(55)로부터 제공된 XML 형식의 문서를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61)로

부터 제공된 사용자의 단말기에 맞는 문서 변환규칙(91)을 사용하여 변환하고, 변환된 콘텐트(예를 들면, HTML, HD

ML 또는 WML 등)를 콘텐트 요 청 API(53)를 통해 웹 서버(62)로 전달해준다.

한편, 콘테이너 DOM 객체(55)로부터 제공된 XML 형식의 문서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MIME(Multi-Purpose I

nternet Mail Extensions)에 포함된 것도 해당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콘테이너 변환 모듈(54)은 이 콘텐트를 사

용자 단말기 정보와 함께 미디어 변환 모듈(Media Conversion Module)(59)로 전달한다. 이에, 미디어 변환 모듈(59

)는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61)로 하여금 사용자의 단말기에 맞는 미디어 변환기를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95)

로부터 불러와서 변환을 수행하고, 변환된 결과를 웹 서버(62) 내의 특정 저장 장소에 저장한다. 이후, 웹 서버(62)로 

전달된 변환된 콘텐트(HTML, HDML 또는 WML 등)는 변환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을 특정 저장 장소에

서 참조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다음, 서비스 출판 서버(4)의 프로그램 출판 기능에 대하여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6에 의하면, 글로벌 서비스 프로듀서(Global Service Producer)(106)가 자신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나 워크스

테이션(104) 상에서 도 1의 서비스 개발 툴(6)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출판을 요구하면, 서비스 개발 툴(6)의 컴포넌트(

component)로서 존재하는 서비스 출판 서버(105)가 그 요구를 처리한다. 여기서, 서비스 출판 서버(105)는 도 5의 

서비스 출판 서버(4)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서비스 출판 서버(4)의 콘텐트 조작 API(Content Manipulatio

n API)(51)는 콘테이너 해쉬 맵 모듈(52)을 통하여 출판될 콘테이너(74)가 서비스 출판 서버(4)의 메모리 상에서 존

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메모리 상에 존재 하지 않으면 콘테이너 해쉬 맵 모듈(52)은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

자(61)를 통해 해당 콘테이너를 콘텐트 리파지토리(70)에서 인출하여 서비스 출판 서버(50)의 메모리에 로드시켜 콘

테이너 DOM 객체(Container DOM object)(55)로 변환시킨다. 이후, 콘텐트 출판 모듈(57)은 콘테이너 DOM 객체(5

5)로부터 XML 형식의 문서를 제공받는다.

콘텐트 출판 모듈(57)은 DOM 객체(55)로부터 제공받은 XML 형식의 문서에서 동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을 제

외하고, 정적인 데이터들을 모든 가능한 단말기 형식에 맞춰 각각의 형식의 문서들을 생성한다. 이때 생성되는 문서 

형식들은 각 단말기 형식에 맞는 문서 형식에 동적인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특수 태그(tag)가 포

함하는 형식(예를 들어, pHTML, pWML, pHDML)이다. 콘텐트 출판 모듈(57)은 각 단말기 형식에 맞는 문서 형식을 

생성하기 위해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61)을 통해 변환자 객체 리파지토리(90)에서 인출한 프로그램 변환 규칙들

(92)을 DOM 객체(55)로부터 제공받은 XML 형식의 문서에 적용한다.

각 단말기 형식에 맞추어진 문서들은 프로그램 생성 모듈(Program Generation Module)(58)로 전달되어 완전한 CG

I 프로그램들(도 5의 64, 도 6의 103)로 출판된다. 프로그램 출판의 단위도 콘테이너(74)단위로 출판되며, 하나의 콘

테이너가 단말기 종류 수 만큼의 프로그램들로 출판된다. 이때 출판된 프로그램들이 웹 서버들(도 5의 90, 도 6의 10

0)로부터 호출되면 호출된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동적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적 데이터 소스 통합자(56)에 의

해 실시간으로 액세스되어 정적인 데이터에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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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적 데이터와 유사하게 미디어 변환은 프로그램 출판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다른 미디어 변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출판된 프로그램이 미디어 변환 모듈(Media Conve

rsion Module)(59)에 해당 미디어의 변환을 요청한다. 미디어 변환 모듈(59)이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맞는 미디어 변

환기(96, 97, 98)를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61)를 통해서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95)에서 인출하여 변환을 수

행한 후 변환된 결과를 웹 서버(62) 내의 특정 저장 장소에 저장한다. 이후, 출판된 프로그램은 변환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을 특정 저장 장소에서 참조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다음, 서비스 출판 서버(4)의 콘텐트 조작 기능에 대하여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콘텐트 조작 기

능이라 함은 콘텐트 제작자(도 6의 글로벌 서비스 프로듀서(106) 또는 개인 콘텐트 프로듀서(110))가 콘텐트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 삭제 등의 조작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콘텐트 제작자가 일반 웹사이트 사용자가 아닌 전체 웹 서비스 구축자로서의 글로벌 서비스 프로듀서(106)인 경우에

는, 콘텐트 제작자는 현재 서비스가 수행 중인 서비스 출판 서버(101)가 액세스하는 리파지토리(102)에서 조작하고

자 하는 콘테이너를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워크스테이션(104)의 작업 공간(work space)용 리파지토리(107)로 복사

한다(이 작업을 체크 아웃(check-out)이라고 한다). 이후, 콘텐트 제작자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워크스테이션(104)

상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출판 서버(105)를 사용하여 복사된 콘텐트를 조작하게 된다. 반면, 콘텐트 제작자 가 일반 웹

사이트 사용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워크스테이션(109)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웹 서버(100)로 접속

해서 액세스되는 서비스 중인 서비스 출판 서버(101)를 사용하게 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 출판 서버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콘텐트 제작자는 서비스 출판 서버 내의 콘텐트 조작 AP

I(Content Manipulation API)(51)를 사용하게 된다. 콘텐트 조작 API(51)는 콘테이너 해쉬 맵 모듈(52)을 통하여 조

작될 콘테이너(74)가 서비스 출판 서버(4)의 메모리 상에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메모리 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콘테이너 해쉬 맵 모듈(52)은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61)를 통해 조작될 콘테이너(74)를 콘텐트 리파지토

리(70)에서 인출하여 서비스 출판 서버(50)의 메모리에 로드시켜 콘테이너 DOM 객체(Container DOM object)(55)

로 변환시킨다. 이후, 콘텐트 제작자는 콘텐트 조작 API(51)를 이용하여 콘테이너 DOM 객체로 변환된 콘테이너의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새로운 콘테이너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조작된 콘테이너의 내용에 대한 저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조작된 콘테이너 DOM 객체(55)가 XML 형식의 콘테이너로 변환되어 콘텐트 리파지토리(70)에 저장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출판 서버(4)의 사용자/그룹 및 세션 관리기능은 사용자/그룹 및 세션관리자(60)가 수행하는데, 

콘텐트 조작 API(51)를 통한 특정 콘텐트에 대한 사용자/그룹 액세스 권한을 검사해주는 기능과 콘텐트 요청 API(53

)를 통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하여 해당 요구들을 로그로 기록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도 7은 콘테이너(155)가 리파지토리(154)에 저장되었다가 서비스 출판 서버(150)의 주 메모리(Main Memory)(151)

에서 조작되는 구조를 도시한다. 하나의 콘테이너(155)는 하나의 XML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가 서비스 출판 서버(15

0)에 의해 주 메모리(151)에 로드된다. 주 메모리(151)에 로드된 XML 파일은 파싱(parsing)되어 DOM(Document O

bject Model)의 객체(153)로 표현된다(실시예에 따라서 콘테이너는 XML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미리 파싱된 DOM 

형태로 저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콘텐트 조작 API(51)에서 콘테이너를 조작(애트리뷰트 추가, 수정, 삭제 등)할 경

우에는 콘테이너 DOM 객체(153)를 직접 수정하게 된다.

특정 콘테이너를 식별자(ID)로써 액세스하기 위해 해쉬맵(HashMap)(152)이 사용되며, 해쉬맵(152)은 콘테이너 식

별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현재 주 메모리(151) 상에 로드된 콘테이너 DOM 객체(153)를 찾아준다. 수정된 콘테이너 D

OM 객체(153)는 저장될 경우 다시 XML 파일로 변환되어(또는 DOM 형태 그대로) 저장된다.

이와 같이 콘테이너를 XML로부터 DOM 객체로 변환한 후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이 쉬울 뿐 아니라 DOM 객체에 바

로 XSL 규칙을 적용하여 콘텐트를 변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8은 하나의 콘테이너 내에 포함된 콘텐트를 유일하게 실별할 수 있는 콘텐트 식별자를 인코딩하는 방식을 기술한

다. 기본적으로 모든 콘테이너들은 유일하게 식별될 수 있는데, 콘테이너가 저장된 리파지토리 상에서의 디렉토리 전

체 경로(160), 그리고 콘테이너의 저자명(162)으로 식별된다. 또한, 각 콘테이너 내부에 포함된 콘텐트들도 개별적으

로 식별될 수 있다. 즉, 각 콘텐트는 콘테이너 식별자에 추가되는 요소(element)명과 고유번호의 리스트(163a, 163b)

로서 식별된다. 따라서, 요소(element)명과 고유번호에 의해 해당 콘텐트가 위치한 콘테이너 DOM 객체 상에서 해당 

콘텐트의 노드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요소(element)라 함은 콘테이너가 XML로 저장될 형식을 표현한 XML DTD(D

ocument Type Definition) 상에서 정의된 각 콘텐트를 표현한 DTD 요소를 의미한다. 고유번호는 하나의 콘테이너 

내에서 유일하게 결정된 번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inetpub/wwwroot"라는 디렉토리 밑에 "login"이란 이름의 콘테이너를 만들고, 그 콘테이너 안에 폼(For

m) 객체를 만들고, 폼(Form) 안에 포함된 텍스트(Text) 객체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Text)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는 다음과 같이 인코딩될 수 있다.

/inetput/wwwroot/login+ Form#1+Text#2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콘텐트 식별자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면 각 콘텐트에 대한 개별적인 액세스 및 조작이 용이

해진다. 즉, 도 7에서 해쉬맵(152)을 사용하여 예시된 텍스트(Text) 객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해쉬맵(152)에

콘테이너 식별자(예: /inetput/wwwroot/login)를 전달하여 해당 콘테이너의 DOM 객체를 찾을 수 있다. 이후, 해당 

콘테이너의 DOM 객체 안에 포함된 텍스트(Text) 객체를 찾기 위해서는 경로(예: Form#1+Text#2)를 따라가면 되

고, 이렇게 하여 찾아진 객체에 대한 직접 조작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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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CGI 프로그램에 의하지 않더라도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처리하여 디

바이스별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서비스 제작자가 동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준다.

따라서, 서비스 제작자는 사용자 단말기의 종류에 따른 콘텐츠 변환에 대한 부담없이 다양한 소스의 동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폭넓은 인터넷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포함된 다수의 정적 콘텐츠 및 다수의 동적 콘텐츠를 통합할 수 있는 소정의 내부 표현으로 구

성하여 콘테이너 단위로 저장하는 콘텐트 리파지토리, 디바이스에 따른 출력형식 변환규칙들을 저장하는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 및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디바이스 특성에 맞도록 변환하는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를 구비한 리파지토

리와 각종 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미디어 변환기들을 저장하는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 및

웹서버로부터의 콘텐츠 요청을 받고 상기 콘텐트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콘테이너를 인출하고,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

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텐츠를 액세스하여 실시간으로 정적 콘텐츠에 통합하고, 상기 변환

기 객체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형식 변환규칙으로 통합된 콘텐츠를 변환하고, 인출된 콘테이

너에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바이스 특성에 맞추어 변환하여 상기 웹

서버로 전달하는 서비스 출판 서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

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출판 서버는

상기 웹서버로부터 콘텐츠 요청을 받고, 해당하는 콘텐츠를 웹서버로 전달하는 콘텐트 요청 API;

상기 콘텐트 요청 API로부터 콘텐츠 요청에 대응하는 콘테이너에 포함된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를 통합하고 디

바이스 출력형식 변환규칙에 의해 변환하여 상기 콘텐트 요청 API로 전달하는 콘텐트 변환모듈;

상기 리파지토리에서 상기 콘테이너 및 디바이스 출력형식 변환규칙을 인출하는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

상기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에 의해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함된 정적 및 동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 상기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대응하는 미디어 변환기를 사용하여 상기 미디어 콘텐츠를 변환하여 상기 웹서버로 

전달하는 미디어 변환 모듈; 및

상기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에 의해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텐츠

를 실시간으로 액세스하고 통합하는 동적 데이터 소스 통합자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

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는 인출된 콘테이너를 XML의 DOM 객체 형태로 주메모리에 유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출판 서버는

콘테이너 식별자를 입력받아 해당 DOM 객체가 메모리 상에 로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콘테이너 해쉬맵 모듈

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

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출판 서버는

서비스 제작자로부터 프로그램 출판 요청을 받고 상기 콘텐트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콘테이너를 인출하고, 인출된 콘

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텐츠를 액세스하기 위한 태그를 생성하여 정적 콘텐츠

에 포함하고, 상기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형식 변환규칙들로 태그를 포함한 정적 

콘텐츠를 변환하여 디바이스 출력형식별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생성된 디바이스 출력형식별 프로그램을 상기 웹서버

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출판 기능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

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출판 서버는

상기 웹서버로부터 프로그램 출판 요청을 받는 콘텐트 조작 API;

상기 프로그램 출판 요청에 대응하는 콘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텐츠를 액세스

하기 위한 태그를 생성하여 정적 콘텐츠에 포함하고, 상기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

형식 변 환규칙들로 태그를 포함한 정적 콘텐츠를 변환하여 디바이스 출력형식별 문서들을 생성하는 콘텐트 출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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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

상기 리파지토리에서 상기 콘테이너 및 디바이스 출력형식 변환규칙을 인출하는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

상기 디바이스 출력형식별 문서들을 각각 CGI 프로그램들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생성 모듈;

상기 CGI 프로그램의 요청에 의해 동적 콘텐츠를 액세스하여 상기 CGI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동적 데이터 소스 통

합자; 및

상기 CGI 프로그램에 의해 요청된 동적 콘텐츠에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 상기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에

서 인출한 대응하는 미디어 변환기를 사용하여 상기 미디어 콘텐츠를 변환하여 상기 CGI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미디

어 변환 모듈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

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리파지토리 콘텐트 관리자는 인출된 콘테이너를 XML의 DOM 객체 형태로 주메모리에 유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출판 서버는

콘테이너 식별자를 입력받아 해당 DOM 객체가 메모리 상에 로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콘테이너 해쉬맵 모듈

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

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 조작 API는

상기 메모리에 로드된 DOM 객체에서 콘테이너 값을 수정, 상기 리파지토리에서 지정된 콘테이너를 삭제 및 상기 리

파지토리에 새로운 콘테이너를 생성하는 기능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

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출판 서버는

콘텐트에 대한 사용자/그룹 액세스 권한을 검사하고, 웹서버로부터의 콘텐츠 요청에 대해 로그 기록을 수행하는 기능

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 시스템.

청구항 11.
(a) 다수의 정적 콘텐츠 및 다수의 동적 콘텐츠를 통합하기 위한 소정의 내부 표현으로 구성하여 콘테이너 단위로 저

장하는 콘텐트 리파지토리 및 디바이스에 따른 출력형식 변환규칙들을 저장하는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를 구비한 

리파지토 리를 생성하는 단계;

(b) 웹서버로부터의 콘텐츠 요청을 받고 상기 콘텐트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콘테이너를 인출하는 단계;

(c)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동적 콘텐츠를 액세스하고 통

합하여 실시간으로 정적 콘텐츠에 통합하는 단계; 및

(d) 상기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형식 변환규칙으로 통합된 콘텐츠를 변환하여 상

기 웹서버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

리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생성되는 리파지토리에는

각종 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미디어 변환기들을 저장하는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를 더 구비하고,

(e) 상기 (b) 단계에서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 상기 미디어 변환기 리파지토리에서 인출

한 대응하는 미디어 변환기로 변환하여 상기 웹서버의 소정의 저장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f) 상기 (d) 단계에서 웹 서버로 전달될 콘텐츠에 상기 (e) 단계에서 변환되어 저장된 미디어 콘텐츠를 추가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방법.

청구항 13.
(a) 다수의 정적 콘텐츠 및 다수의 동적 콘텐츠를 통합하기 위한 소정의 내부 표현으로 구성하여 콘테이너 단위로 저

장하는 콘텐트 리파지토리 및 디바이스에 따른 출력형식 변환규칙들을 저장하는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를 구비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는 단계;

(b) 서비스 제작자로부터 프로그램 출판 요청을 받고 상기 콘텐트 리파지토리에서 해당 콘테이너를 인출하는 단계;

(c) 인출된 콘테이너에 포함된 동적 콘텐츠 액세스 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콘텐츠를 액세스하기 위한 태그를 생성하여

정적 콘텐츠에 포함하는 단계;

(d) 상기 변환기 객체 리파지토리에서 인출한 해당 디바이스의 출력형식 변환규칙들로 태그를 포함한 정적 콘텐츠를 

변환하여 디바이스 출력형식별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단계; 및

(e) 생성된 디바이스 출력형식별 프로그램을 상기 웹서버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데이터 처

리기능을 갖는 프로그램 출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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