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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호

(54) 콘텐츠를 단말에 제공하고 단말에서 그런 콘텐츠의랜더링을 지시하기 위한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 프로
그램생성물

(57) 요 약
랜더링을 지시하는 시스템은 복수의 참가자들과 회의 서버를 구비한다. 회의 참가자들은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
는 발신지 및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를 구비한다. 발신지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고, 적어도 하나
의 수신지는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는 이동 단말을 포함한다. 회의 서버는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 세션
을 확립할 수 있는데 이때 회의 참가자들 중의 하나는 회의 세션의 호스트이고 다른 회의 참가자들은 회의 세션
의 구성원들이다. 회의 서버는 호스트로부터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고 그 후 제어 이벤트들을 구성원들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를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랜더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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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회의 참가자들이 콘텐츠를 저장하도록 각각 구성된 발신지 및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를 포함하는 복수의 회의 참
가자들로서, 상기 발신지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수신지들 중 적어도 하나의 수
신지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동 단말을 포함하는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 및
상기 고정 네트워크 환경 및 상기 무선 네트워크 환경 사이를 인터페이싱하도록 구성된 회의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발신지는 상기 발신지에 의해 저장된 상기 콘텐츠를 상기 회의 서버를 통해 상기 수신지들에 전달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콘텐츠는 상기 수신지들에 전달되기 전에 벡터화된 포맷으로 재포맷되어 있고,
상기 회의 서버는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 세션을 확립하고, 상기 회의 참가자들 중의 하나는 상기
회의 세션의 호스트이고 다른 회의 참가자들은 상기 회의 세션의 구성원들이며, 상기 회의 서버는 상기 호스트
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고, 그 후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상기 구성원들에 전달하며 상기 구
성원들이 상기 제어 이벤트들에따라 응답하여 각각의 상기 구성원들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도
록 구성되며, 상기 제어 이벤트들은 개별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지가 호스트이고 상기 이동 단말이 구성원일 때,
상기 회의 서버는 적어도 일부는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발신지로부터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고, 적
어도 일부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로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호스트이고 상기 발신지가 구성원일 때,
상기 회의 서버는 적어도 일부는 상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
하고, 적어도 일부는 상기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발신지로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의 서버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고, 상기 회의 서버는 상기 제
어 이벤트들을 상기 구성원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들을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이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여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을 이용하여 상기 호스트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그리고 상기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
해 상기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호스트와 동기화하도록 랜더링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 회의 서
버가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전송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의 서버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회의 서버는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여 상기 구성원들이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 디스플레이
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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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와 구성원들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동일한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호스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여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
츠의 랜더링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구현되며, 상기 호스트는 상기 랜더링을 변경하여 상기 호스트가
상기 호스트에 의해 상기 랜더링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상기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이 적어도 부분적
으로 상기 호스트와 동기화하도록 랜더링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 회의 서버가 상기 제어 이벤트들
을 전송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의 서버는 상기 발신지에 의해 전달된 콘텐츠를 수신하며 그 콘텐츠를 저장하고 그 후
에 콘텐츠를 수신지들에 전달하여 상기 회의 서버가 회의 세션을 확립하기 전 또는 후 중의 적어도 하나에 수신
지들이 그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지는 콘텐츠를 콘텐츠 및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전달하도록 구현되고, 상기 회의 서버
는 콘텐츠 및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구현되며, 상기 회의 서버는 수신지 주소들에 기초하여
수신지들에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을 하도록 구현되고, 상기 회의 서버는 상기
회의 서버가 수신지들에 시그널링하는 것에 응답하는 요구들을 수신지들로부터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콘텐츠
를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발신지는 이동 단말의 주소를 포함한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이동 단말 주
소는 이동 전화 번호 및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주소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회의 서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을 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회의 서버는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을 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회의 서버는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을 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회의 세션에서 복수의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 서버를 경유하여 발신지 클라이언트를 동작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
서로서, 참가자들은 상기 장치와 콘텐츠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를 포함하며, 수신지들 중의
적어도 하나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동 단말을 포함하고, 참가자들 중의 하나는 회의
세션의 호스트이고 다른 참가자들은 회의 세션의 구성원들인,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콘텐츠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모리에 저장된 콘텐츠를 회의 서버를 통해 수신지들에 전달
하도록 구현되고, 콘텐츠는 수신지들에 전달되기 전에 벡터화된 포맷으로 재포맷되어 있으며,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회의 서버에 송신하도록 구성되며,
제어 이벤트들은 송신되어 회의 서버가 그 후에 제어 이벤트들을 구성원들에 전달할 수 있게 하고, 구성원들이
그 후에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를 제어 이벤트들에 응답하여 그리고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랜더
링할 수 있게 하며, 제어 이벤트들은 개별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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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구성원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호스트로부터 수신하는 회의 서버로부터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발
신지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가 콘텐츠를 제어 이벤트들에 응답하여 그리고 제어 이
벤트들에 따라서 랜더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가 호스트이고 이동 단말이 구성원일 때,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적
어도 부분적으로는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회의 서버에 송신하여, 회의 서버가 제어 이벤트들을 적어도 부분적으
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단말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호스트이고 상기 장치가 구성원일 때, 상기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상기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회의 서버로부터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고, 상기 회의 서버는 적
어도 부분적으로는 상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도록 구현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기 위한 제어 이벤트를 포
함하며,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송신하도록 구현되고, 제어 이벤트들은 송신되
어 구성원들이 그 후에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
를 랜더링 하게 하고,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구성원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서버로부터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발신
지 클라이언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발신지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가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상기 장치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
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여 사용자
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상기 발신자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애플
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기 발신자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컨텐츠를 랜더링하여 상기 호스트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콘텐츠가 랜더링되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상기 발신지 클라이언트가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기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상기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장치와 동기화하도록 랜더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기 위한 제어 이벤
트를 포함하며,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송신하도록 구현되고, 제어 이벤트들은 송신되
어 구성원들이 그 후에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
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구성원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서버로부터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발신지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의 적어도 하나가 상기 장치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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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 및 수신지들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동일한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구현되고,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발신지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
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에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할 것을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도록 구현되고, 발신지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는,
랜더링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 콘텐츠의 랜더링이 호스트에 의해 디스플레이를 위해 변경될 수 있게
하고, 발신지 클라이언트가 상기 제어 이벤트들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기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에
의해 상기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장치와 동기화하도록 랜더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콘텐츠를 전달하여 회의 서버가 콘텐츠를 수신하며 그 콘텐츠를 저장하
고 그 후 콘텐츠를 수신지들에 전달하도록 구성되며, 수신지들은 회의 세션이 확립되기 전 또는 후 중의 적어도
하나에 수신지들이 그 콘텐츠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콘텐츠 및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전달하도록 구성되며, 발신지 클라이언
트는, 콘텐츠 및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전달하여 회의 서버가 수신지 주소들에 기초하여 수신지들에 시그널링을
할 수 있게하고, 회의 서버가 수신지들에 시그널링하는 것에 응답하는 요구들을 수신지들로부터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콘텐츠를 수신지들에 전달할 수 있게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이동 단말의 주소를 포함한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이동 단말 주소는 이동 전화 번호 및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주소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콘텐츠 및 이동 단말의 주소를 회의 서버에 전달하여 회의 서버가 이동
단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그널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콘텐츠 및 이동 단말의 주소를 회의 서버에 전달하여 회의 서버가 이동
단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에 따라 시그널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콘텐츠 및 이동 단말의 주소를 회의 서버에 전달하여 회의 서버가 이동
단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에 따라 시그널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고정 네트워크 환경 및 무선 네트워크 환경 사이를 인터페이싱하도록 구성된 회의 서버에 있어서, 상기 회의 서
버는,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 세션을 확립하도록 구성된 회의 게이트웨이로서, 회의 참가자들은 콘텐츠를
저장하도록 각각 구성되는 발신지 및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를 포함하며, 콘텐츠는 수신지들에 의해 저장되기 전
에 벡터화된 포맷으로 재포맷되어 있으며, 발신지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현되고, 적어도 하나
의 수신지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동 단말을 포함하며, 회의 참가자들 중의 하나는 회
의 세션의 호스트이고 다른 회의 참가자들은 회의 세션의 구성원들이며, 회의 게이트웨이는 호스트로부터 적어
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고, 그 후 제어 이벤트들을 구성원들에 전달하여 구성원들이 제어 이벤트들에
응답하여 그리고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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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이벤트들은 개별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는, 회의 게이트웨이; 및
발신지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며 그 콘텐츠를 저장하고 그 후 그 콘텐츠를 수신지들에 전달하도록 구성된 메시
징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발신지가 호스트이고 이동 단말이 구성원일 때, 회의 게이트웨이는 제어 이벤트들을 발신지로
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그 제어 이벤트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단말에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호스트이고 발신지가 구성원일 때, 회의 게이트웨이는 제어 이벤트들을 이동 단
말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그 제어 이벤트들을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발신지에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회의 게이트웨이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회의 게이트웨이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
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도록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회의 게이트웨이는 호스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라는 지시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고, 호스트는 콘텐츠를 랜더링 할 것이 지시되어 호스트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호스트가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에 의한 디스플레
이를 위해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호스트와 동기화 하도록 랜더링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 회의
서버가 제어 이벤트들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회의 게이트웨이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
하도록 구현되고, 회의 게이트웨이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호스트와 수신지들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동일한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구현되고, 회의 게이
트웨이는, 호스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호스트는 콘텐츠를 랜더링 할 것이 지시되어 호스트가 호스트에 의한 랜더
링을 변경할 수 있고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호스트에 동기하여
변경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서버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4
제27항에 있어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회의 게이트웨이가 회의 세션을 확립하기 전 또는 후 중의 적어도 하나
에 수신지들이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수신지들에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콘텐츠 및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구현되고, 메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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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는 수신지들의 주소들에 기초하여 수신지들에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을 하도록 구현되고,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메시징 게이트웨이가 수신지들에 시그널링하는 것에 응답하는 요구들
을 수신지들로부터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콘텐츠를 수신지들에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이동 단말의 주소를 포함한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수신 및 저장하도록 구
현되고, 이동 단말 주소는 이동 전화 번호 및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주소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을 하
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에 따라서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을 하도록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에 따라서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을 하도록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의 서버.
청구항 40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회의 세션에서 복수의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 서버를 경유하여 클라이언트를 동작시키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로서,
참가자들은 각각이 콘텐츠를 저장하도록 구현되고, 참가자들은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는 발신지와 적어
도 하나의 수신지를 구비하며,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는 상기 장치를 포함하며, 참가자들 중의 하나는 회의 세션
의 호스트이고 다른 참가자들은 회의 세션의 구성원들인,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클라이언트는 콘텐츠를 발신지로부터 회의 서버를 통해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콘텐츠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
되기 전에 벡터화된 포맷으로 재포맷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회의 서버에 송신하도록 구현되고, 제어
이벤트들은 송신되어 회의 서버가 그 후에 제어 이벤트들을 구성원들에 전달할 수 있게 하고, 구성원들이 그 후
에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를 제어 이벤트들에 응답하여 그리고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랜더링할
수 있게 하고, 제어 이벤트들은 개별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고,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구성원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호스트로부터 수신하고 있는 회의 서버로부터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클라이언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클라이언
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가 콘텐츠를 제어 이벤트들에 응답하여 그리고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
서 랜더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가 호스트이고 발신지가 구성원일 때, 회의 서버가 제어 이벤트들을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발신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회의 서버에 송신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발신지가 호스트이고 상기 장치가 구성원일 때, 클라이언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서버로부
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회의 서버는 제어 이벤트들을 발신지로부
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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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40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기 위한 제어 이벤트를 포
함하며,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송신하도록 구현되고, 제어 이벤트들은 송신되어 구성
원들이 그 후에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
링 하게 하고,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구성원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서버로부터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클라이언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가 적
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상기 장치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
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 할 것을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도록 구현되고,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는,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 콘텐츠가 상기 장치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랜더링될
수 있게 하고,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기
장치에 동기화하도록 랜더링하는 제어 이벤트들을 클라이언트가 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5
제40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기 위한 제어 이벤
트를 포함하며,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송신하도록 구현되고, 제어 이벤트들은 송신되어 구성
원들이 그 후에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
링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구성원일 때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서버로부터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클라이언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가 적
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상기 장치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상기 장치가 호스트일 때 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는 발신지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에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할 것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도록 구현되고,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
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는,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어 콘텐츠가 상기 장치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랜더링될
수 있게 하고,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기
장치에 동기화하도록 랜더링하는 제어 이벤트들을 클라이언트가 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7
제40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회의 세션이 확립되기 전 및 후 중의 적어도 하나에 발신지로부터 콘텐츠를 수
신하고 그 콘텐츠를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구현되고, 클라이언트는 회의 서버가 발신지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고
저장하는 것에 응답하여 회의 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회의 서버에 의해 상기 장치의 주소에 기초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회의 서버가 콘텐츠 및 상기 장치의 주소를 발신지로부
터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시그널링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회의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시그널링하는 것에
응답하여 회의 서버에 요구를 송신하는 것을 포함하여 콘텐츠를 수신하고, 그 후 콘텐츠를 회의 서버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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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 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이동 전화 번호 및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주소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의 주소를
회의 서버가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클라이언트는 시그널링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0
제48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그널링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에 따라서 시그널링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에 따라서 시그널링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53
복수의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 세션을 확립하는 단계로서, 참가자들은 콘텐츠를 저장하도록 각각 구성되는 발신
지 및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를 포함하며, 발신지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현되고, 적어도 하나
의 수신지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동 단말을 포함하며, 회의 세션은 회의 서버를 통해
발신지 및 수신지들 사이에 확립되고, 참가자들 중의 하나는 회의 세션의 호스트이고 다른 참가자들은 회의 세
션의 구성원들인, 단계;
회의 서버에서 발신지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고 그 후 회의 서버로부터 수신지들에 콘텐츠를 전달하는
단계로서, 콘텐츠는 수신지들에 전달되기 전에 벡터화된 포맷으로 재포맷되어 있는, 단계;
회의 서버에서 호스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구성원들이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를 제어 이벤트들에 응답하여 그리고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랜더링 할 수 있도록 회의 서버로부터 구성원들에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는 단계로서, 제어 이벤트들은 개별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는 것들인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발신지가 호스트이고 이동 단말이 구성원일 때, 제어 이벤트들은, 발신지로부터 적어도 부분
적으로는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회의 서버에 수신되고, 회의 서버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단말에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호스트이고 발신지가 구성원일 때, 제어 이벤트들은 이동 단말로부터 적어도 부
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회의 서버에 수신되고, 회의 서버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고정 네트워크
를 통해 발신지에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53항에 있어서,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는 단계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
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도록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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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는, 호스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라는 지시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호스트는 지시되어 호스트에 의한 디스플레
이를 위해 콘텐츠를 호스트가 랜더링할 수 있게 하고,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
해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호스트에 동기하여 랜더링하는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서버가 수신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53항에 있어서,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는 단계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
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호스트와 수신지들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동일한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구현되고, 제어 이벤
트를 수신하는 단계는, 호스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스플
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
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호스트는 랜더링을 변경하도록 지시되어 호스트에 의한 랜더링
을 호스트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호
스트에 동기하여 변경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서버가 수신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0
제53항에 있어서, 콘텐츠를 수신하는 단계는, 회의 서버에서 발신지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고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콘텐츠를 전달하는 단계는, 회의 세션을 확립하기 전 및 후 중의 적어도 하나에 회의 서버로부터 수신지들에 콘
텐츠를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콘텐츠를 수신하고 저장하는 단계는, 회의 서버에서 발신지로부터 콘텐츠 및 수신지들의 주소
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회의 서버로부터 수신지들에 시그널링하는 단계로서, 시그널링은 재포맷된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콘텐츠를 전달하는 단계는, 회의 서버로부터 수신지들에 콘텐츠를 전달하는 단계로서 콘텐츠는 회의 서버가 수
신지들로부터 회의 서버가 수신지들에 시그널링하는 것에 응답하는 요구들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전달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는 단계는, 이동 단말의 주소를 수신하고 저장하는 단계
로서 이동 단말의 주소는 이동 전화 번호 및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주소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단계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61항에 있어서, 수신지들에 시그널링하는 단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단말에 시
그널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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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하는 단계는,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에 따라서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63항에 있어서,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하는 단계는,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에 따라서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6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부분들을 내부에 저장하여 구비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로서, 상기 컴퓨
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부분들은,
복수의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 세션을 확립하기 위한 제1 실행가능 부분으로서, 참가자들은 콘텐츠를 저장하도록
각각 구성된 발신지 및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를 포함하며, 발신지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현되
고,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동 단말을 포함하며, 회의 세션은 회
의 서버를 통해 발신지 및 수신지 사이에 확립되고, 참가자들 중의 하나는 회의 세션의 호스트이고 다른 참가자
들은 회의 세션의 구성원들인, 제1 실행가능 부분;
회의 서버에서 발신지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고 그 후 회의 서버로부터 수신지에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제2
실행가능 부분으로서, 콘텐츠는 수신지에 전달되기 전에 벡터화된 포맷으로 재포맷되어 있는 제2 실행가능
부분;
회의 서버에서 호스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기 위한 제3 실행가능 부분; 및
구성원들이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를 제어 이벤트들에 응답하여 그리고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랜더링 할 수 있도록 회의 서버로부터 구성원들에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기 위한 제4 실행가능 부분으로서, 제
어 이벤트들은 개별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는 제4 실행가능 부분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발신지가 호스트이고 이동 단말이 구성원일 때, 제3 실행가능 부분은 발신지로부터 적어도 부
분적으로는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제4 실행가능 부분은 적어도 부분적으
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단말에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호스트이고 발신지가 구성원일 때, 제3 실행가능 부분은 이동 단말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 이벤트들을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제4 실행가능 부분은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고정 네트워크를 통해 발신지에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69
제66항에 있어서, 제3 실행가능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제4 실행가능 부분은 구성원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
해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게끔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
장매체.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제3 실행가능 부분은, 호스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라는 지시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
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호스트는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지시되어 호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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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호스트가 랜더링할 수 있게 하고,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
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호스트에 동기하여 랜더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들을 제3 및 제
4 실행가능 부분들이 수신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71
제66항에 있어서, 제3 실행가능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
신하도록 구현되고,
제4 실행가능 부분은 구성원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
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할 수 있게끔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 호스트와 수신지들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동일한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구현되고, 제3 실행가
능 부분은, 호스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도록 구현되고, 호스트는 랜더링을 변경하도록 지시될 수 있어 호스트에 의한 랜더링을 호
스트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이 또한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호스트에
동기하여 변경하게 하는 제어 이벤트들을 제3 및 제4 실행가능 부분들이 수신하고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73
제66항에 있어서, 제2 실행가능 부분은 발신지로부터 콘텐츠를 수신 및 저장하고, 그 후 회의 세션을 확립하기
전 및 후 중의 적어도 하나에 수신지들에 콘텐츠를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74
제73항에 있어서, 제2 실행가능 부분은, 콘텐츠 및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구현되고,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는,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하기 위한 제5 실행가능 부분으로서, 시그널링은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
하는 제5 실행가능 부분을 더 포함하고,
제2 실행가능 부분은, 제5 실행가능 부분이 수신지들에 시그널링 하는 것에 응답하는 요구들을 수신지들로부터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전달되는 콘텐츠를 이동 단말에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제2 실행가능 부분은, 이동 단말의 주소가 이동 전화 번호 및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주소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 단말의 주소를 포함하는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76
제74항에 있어서, 제5 실행가능 부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77
제76항에 있어서, 제5 실행가능 부분은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에 따라서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하도록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78
제76항에 있어서, 제5 실행가능 부분은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에 따라서 이동 단말에 시그널링하도록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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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79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회의 참가자들이 발신지 및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를 포함하는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로서, 발신지는 무선 네트워
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이동 단말을 포함하며,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
도록 구현되고,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는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
및
발신지 및 수신지들과 통신하도록 구성된 회의 서버를 포함하며,
발신지는 콘텐츠를 회의 서버를 통해 수신지들에 전달하도록 구성되며, 콘텐츠는 수신지에 전달되기 전에 벡터
화된 포맷으로 재포맷되어 있고,
회의 서버는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 세션을 확립하도록 구현되고, 회의 참가자들 중의 하나는 회의
세션의 호스트이고 다른 회의 참가자들은 회의 세션의 구성원들이며, 회의 서버는 호스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고 제어 이벤트들을 구성원들에 전달하도록 구현되고, 제어 이벤트들은 수신지들에 전달되
는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는 시스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대체로 콘텐츠를 단말에 제공하는 시스템들 및 방법들에 관한 것이며, 더 상세하게는, 그러한 콘텐츠
를 표시하기 위한 제한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가지는 단말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콘텐츠의 단말에서의 프레젠
테이션을 지시하는 시스템들 및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은 계획과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로서 정보 공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비록 통신이
오직 말(verbal) 뿐일 수 있지만, 그것의 효율은 다른 통신 모드들, 이를테면 시각적인 정보가 동시에 사용될
때 현저하게 증가한다. 시각적인 정보는 말 정보를 강화하고 말 통신의 명료함 및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회사 환경에서, 통신은 말/텍스트형 통신을 시각적인 정보로써, 예컨대, 이메일 첨부물,
인쇄물 및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증대시키는 것에 의거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공
유 및 작업공간 공유(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 메신저® 넷미팅® 오픈텍스트 오픈뷰® 등)는 데스크탑 회의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비록 이미지, 데이터 또는 다른 가치부가 정보가 회사 네트워크 내의 컴퓨터들에서 즉시 공유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사무실 밖에 있거나 그들의 개인용 컴퓨터들에 접근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
다. 전형적으로, 종업원이 사무실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는 그의 이동 전화기를 사용하여 여전히 말로 통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음성 통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고 가치를 대화에 추가할 수 있었을 것
인 시각적인 정보를 호출 당사자와는 조금도 공유할 수 없다. 그런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그의 랩탑 컴퓨터로 회사 네트워크 또는 메일 서버에 먼저 연결하여 그 자료를 검색하고 보는 것을 요구할 것이
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실용적인데, 그것이 사람에게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 및 무선/유선
액세스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게다가 그 사람에게 컴퓨터를 셋업하며, 그 네트워크에 로그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관련 자료를 찾고 통상 저 대역폭 연결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4>

만일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 단말 또는 커뮤니케이터형 기기를 가진다면, 그 기기는 이메일을 통해
이메일 첨부물의 부가적인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의 응용 파일들--이를 테면 파
워포인트 파일들, 이미지들 등--이 이동식 배달과 사용에 대해 최적화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비교적 큰, 그래서
다운로드 시간이 길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메일 첨부물들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시간 낭비적이고 비쌀 수
있다. 이메일 첨부물들을 보는 것 또한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수신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유형 및 버전을 지원
하는 적당한 관람 애플리케이션들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전술한 바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지, 데이터 또는 다른 가치부가 정보로 음성 통화를 강화하는 현재의 해결책은, 불리하게도 많은 전제 조건들이를 테면 랩탑, 모뎀 액세스 또는 미리 설치된 관람 애플리케이션들-과 데이터 연결을 셋업하고 정보를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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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기 위한 많은 단계들에 관계가 있다. 이 이유 때문에, 모바일 사용자들은 불행히도 음성 통신만의 사용에
의지해야만 했거나, 대신에 모뎀과 랩탑을 사용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광범위하고 시간 낭비적인 과정을 통
하여야만 했다.
<5>

게다가, 이미지, 데이터 또는 다른 가치부가 정보는 합리적인 저장 용량, 메모리, 대역폭, 및 대형(전형적으로
는 대각선 14인치) 디스플레이를 종종 가지는 목표 플랫폼에서 다루기 위해 종종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동 단
말들이 디스플레이 영역, 분해능 및 랜더링 능력들을 제한했을지도 모르므로, 이동 단말은 디자인된 그대로의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거나, 또는 이동 단말은 그 콘텐츠를 극히 느린 및/또는 불편한 방식으로
다룰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인터넷 가능 이동 전화기들은 통상 수 개의 텍스트 라인들만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반면, 그것들의 이미지들을 다루는 능력은 그레이스케일 또는 섬네일 크기 이미지들에 한정될 수 있거나
또는 이미지들에 결코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 제약 매체의 극단적인 예는 음성이다. 이 점에 있어
서, AT&T 네츄럴 보이스™ 텍스트-스피치 엔진과 같은 시스템들은, 문서들의 콘텐츠들을 전화를 통해 받아쓰게
하기 위해 텍스트-스피치 변환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에 전화를 거는 걺으로써, 사용자들이 전화에 의해 전자문서
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받아쓰기는 필연적으로 텍스트의 1차원 "랜더링"이고 2차원 테이블에 들어
있는 복잡한 레이아웃 정보를 표현할 수 없다.

<6>

기존에는, 기기들은 그러한 문서들을 그것들이 원래 디자인된 대로 다룰 수 없었는데, 그러한 문서들을 다루기
위해 호출되었을 때 제한된 화면 크기, 분해능 및 랜더링 능력들이 제멋대로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많
은 인터넷 가능 모바일 기기들은 그것들이 다룰 수 있는 문서의 최대 크기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무선 응용
프로토콜(WAP) 표준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가능 전화기들은 2000바이트 이하의 문서를 지원한다. 엄밀한
크기 제한을 문서에 부과하지 않는 모바일 기기들(예컨대, 포켓 PC와 팜(palm)기반 컴퓨터)의 경우에도, 느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긴 문서를 한 번에 전송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내를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원본 문
서는 보통은 작은 부분들로 분할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7>

전술한 배경을 감안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고정 네트워트, 전형적으로는, 개인용 컴퓨터(PC), 환경에서부
터 다른 네트워크 및 컴퓨팅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이동 단말과 같은 수신지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선된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을 제공한다. 그러면 수신지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
링은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부터 지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서, 콘
텐츠는 단말과 같은 수신지에 제공되기 전에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발신지의 프린팅 인터페이스에 의해 규모 가
변성 디지털 인쇄출력물로 재포맷될 수 있다. 그 다음 디지털 인쇄출력물은 수신지에 의한 이를테면 디스플레이
에 의한 랜더링을 위해 발신지로부터 회의 서버를 통해 수신지에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쇄출력물을
제공하기 전에, 회의 서버는 수신지의 주소에 기초하여 수신지에 신호함으로써 수신지를 위해 의도된 콘텐츠의
유용성을 수신지에 통지할 수 있다. 수신지는 그 후에 회의 서버에 연결하여 콘텐츠를 회의 서버로부터 다운로
드할 수 있는데, 회의 서버는 안전한 콘텐츠 배달을 인증을 통해 그리고 보안 접속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그
후, 발신지와 수신지는 회의 서버를 통해 회의 세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 회의 세션 동안, 회의 호스트
(예컨대, 발신지 또는 수신지)는 다른 회의 세션 참가자들에 의한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할 수 있다.

<8>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시스템이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을 구비하며, 이 회의 참가자들은 콘텐츠를 각각 저장할 수 있는 발신지 및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를 포
함한다. 발신지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고, 적어도 하나의 수신지는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는 이동 단말을 포함한다. 회의 참가자들 외에도, 시스템은 고정 네트워크 환경 및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
사이를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 회의 서버를 구비한다. 발신지는 발신지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를 회의 서버를 통
해 수신지들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회의 서버는 발신지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며, 그 콘텐츠
를 저장하고, 그 후에 그 콘텐츠를 수신지들에 전달하여 수신지들이 그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게 한다.

<9>

회의 참가자들 중의 하나는 회의 세션의 호스트이고 다른 회의 참가자들은 회의 세션의 구성원들일 때, 이를테
면 발신지가 콘텐츠를 회의 서버를 통해 수신지들에 전달하기 전 및/또는 후에, 회의 서버는 회의 세션을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 확립할 수 있다. 회의 세션을 확립한 후, 회의 서버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호스트로
부터 수신할 수 있고, 그 후에 제어 이벤트를 구성원들에 전달할 수 있다(및/또는 호스트가 발신지를 포함할 때
다른 콘텐츠를 구성원들에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 구성원들은 제어 이벤트에 따라서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다.

<10>

더 상세하게는, 발신지가 호스트이고 이동 단말이 구성원일 때, 회의 서버는 발신지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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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제어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다. 그 다음, 회의 서버는 제어 이벤트를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이동 단말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대신에, 이동 단말이 호스트이고 발신지
가 구성원일 때, 회의 서버는 이동 단말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제어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다. 그 후, 회의 서버는 그 제어 이벤트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고정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발신지
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11>

예를 들면, 상기 제어 이벤트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기 위한 제어 이벤트를 구비할 수 있고,
이때 호스트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동일한 콘텐츠를 랜더링한다. 그런 경우에, 회의 서버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하기 위해 제
어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더 상세하게는, 예를 들면, 호스트가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
게끔 사용자가 호스트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스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
한 지시에 응답하여, 호스트는 호스트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의
서버는, 구성원들이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호스트와 동기시켜
유사하게 랜더링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제어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다.

<12>

또한, 예를 들면, 제어 이벤트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하기 위한 제어 이벤트를 구비할 수
있어, 호스트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동일한 콘텐츠를 변경한다. 이 경우에, 회의 서버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하나
의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어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호스트와 구성원들은 디스플레이를 위해 동일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다. 그 다음 호스트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경할 것을 사용자가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호스트에 지시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할 수 있다. 그 후, 호스트는
호스트에 의한 랜더링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의 서버는, 구성원들이 개별 구성원들에 의한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호스트에 동기하여 유사하게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는 제어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13>

발신지는 콘텐츠를 벡터화된 포맷으로 재포맷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발신지는 발신지 클라이언트를 동작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런 경우에,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발신지에서 동작할 수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성
과의 인터페이싱에 의해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신에,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발신지
에서 동작할 수 있는 운영체제의 그래픽 기기 인터페이스(GDI)와의 인터페이싱에 의해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14>

콘텐츠는 예를 들면 규모 가변성 벡터 그래픽(SVG) 포맷을 포함하는 다수의 다른 방법들 중의 어느 것으로 재포
맷될 수 있다. 대신, 콘텐츠는 중간 포맷(예컨대, 포스트스크립트 포맷)으로 재포맷될 수 있어, 그 후 회의 서
버는 중간 포맷으로부터의 콘텐츠를 수신지들에 의해 지원되는 벡터화된 포맷으로 재포맷하게 된다. 발신지가
콘텐츠를 재포맷하는 방법에 무관하게, 발신지는 이동 단말 주소(예컨대, 이동 전화 번호, 세션 개시 프로토콜
(SIP) 주소 등)을 포함한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이를테면 발신지 사용자로부터 다수의 다른 방법들 중의 어느 것
으로 수신할 수 있다. 대신에, 예를 들면, 발신지는 수신지 사용자들의 이름들을 수신하고 그 후 그 이름들에
기초하여 수신지 주소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5>

콘텐츠를 재포맷한 후, 발신지는 재포맷된 콘텐츠, 수신지들의 주소들 그리고 어쩌면 텍스트 메시지를 회의 서
버에 전달할 수 있다. 재포맷된 콘텐츠 및 주소들의 수신에 응답하여, 회의 서버는 수신지들에 시그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그너링(signaling)은 재포맷된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점에 있어서,
회의 서버는 이동 단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이를테면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
또는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에 따라서 신호할 수 있게 된다.

<16>

인정되는 바와 같이, 회의 서버는, 회의 서버가 수신지들에 시그널링하는 것에 응답하는 요구들이 수신지들로부
터 수신되는 것에 응답하여, 재포맷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수신지들에 전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신지들은 수신지들의 시그널링에 응답하여 재포맷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회의 서버에 그 후
에 연결되게끔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재포맷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회의 서버는 수신지들의 식별정
보에 기초하여 수신지들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더 상세하게는, 예를 들면,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이동 단말에
연관된 국제 이동 단말 장비 식별(IMEI) 코드, 및/또는 이동 단말의 시그널링 동안 이동 단말에 전달되는 세션
인증 키에 기초하여 이동 단말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17>

재포맷된 콘텐츠를 수신한 후, 회의 서버는 회의 서버의 메모리에 재포맷된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재포맷된 콘텐츠의 수신지들로의 전달 하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재포맷된 콘텐츠의 수신지들에 의한 다운로
드 하에, 회의 서버는 회의 서버의 메모리로부터 재포맷된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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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나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발신지는 재포맷된 콘텐츠 및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회의 서버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이
동 단말에 시그널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그널링은 그 후에 재포맷된 콘텐츠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셀룰러 네
트워크를 가로질러 단말이 다운로드 하는 것을 허락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19>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기 위한 발신지, 회의 서버, 단말,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 역시 제공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는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을 제공한
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시스템, 발신지, 회의 서버, 단말,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은 콘텐츠를 발신
지의 프린팅 인터페이스를 통해 규모 가변성 디지털 인쇄출력물로 재포맷할 수 있다. 이 디지털 인쇄출력물과
수신지들의 주소들은 그 다음에 회의 서버에 제공될 수 있다. 수신지들의 주소들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회의
서버는 이 주소들(예컨대, 이동 전화 번호, SIP 주소 등)에 기초하여 수신지들에 신호(시그널링)(예컨대, 이동
전화 번호 및 그것의 서비스들을 이용하여)할 수 있다. 그 다음, 수신지들의 시그널링에 응답하여, 수신지들은
회의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 후, 발신지와 수신지들은 회의 서버를 통해 회의 세션에 들
어갈 수 있다. 그래서, 회의 세션 동안, 회의 호스트는 제어 이벤트들을 다른 회의 세션 참가자들(즉, 회의 구
성원들)에 송신할 수 있다. 제어 이벤트들은 회의 서버를 통과하고, 그 후 구성원들이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원들에 전달된다. 이처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시스템, 발신지,
회의 서버, 단말,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은 종래 기법들에 의해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가적인
이점들을 제공한다.

실 시 예
<32>

이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보이고 있는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충분히 기술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많은 다른 형태들로 실시될 수 있고 여기에 언급된 실시예들로 한정되는 것으로서
구성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보다는, 이 실시예들은 이 개시내용이 세심하고 완전해지고 이 기술분야의 숙련된
자들에게 본 발명의 범위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다. 유사한 번호들은 전체를 통해 유사한 요소
들을 언급한다.

<33>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인 한 유형의 단말 및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시
스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의 실시예들은 주로 이동 통신 응용들과 관련하여 기술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의 실시예들은 각종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에 연계하
여 이동 통신 업계 안팎 모두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의 실시예들은 유선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예컨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들에 연계
하여 이용될 수 있다.

<34>

보인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단말(10)은 신호들을 기지 사이트 또는 기지국(BS)(14)에 전송하기 위해 또는 그
것으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해 안테나(12)를 각각 가질 수 있다. 기지국은 네트워크를 동작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이를 테면 이동 교환국(MSC)(16)을 각각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셀룰러 또는 이동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이 기술분야의 숙련된 자들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동 네트워크는 기지국/MSC/상호작업(interworking) 기
능(BMI)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동작 시, 단말이 호들을 만들고 수신할 때 MSC는 그 단말에/로부터 호들을 라우
팅할 수 있다. 단말이 호에 관련될 때 MSC는 지상선 트렁크들에 대한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부가하여, MSC는
메시지들을 단말에 및 그 단말로부터 보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단말을 위해 메시지들의 메시징 센터로
및 그 메시징 센터로부터, 이를테면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 메시지들의 SMS센터(SMSC)(18)로 및 그 SMS센터로
부터 보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

<35>

MSC(16)는 데이터 망, 이를테면 근거리 통신망(LAN), 도시권 통신망(MAN) 및/또는 광역 통신망(WAN)에 연결될
수 있다. MSC는 데이터 망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MSC는 게이트웨이
(GTW; 20)에 연결되고, GTW는 WAN, 이를테면 인터넷(22)에 연결된다. 다음으로, 처리 요소들(예컨대, 개인용 컴
퓨터, 서버 컴퓨터 등)은 인터넷을 경유하여 단말(10)에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에 설명한 바와 같이,
처리 요소들은, 컴퓨팅 시스템(24)(도 1에 2개가 보임), 회의 서버(25)(도 1에 하나가 보임) 등에 관련되는 아
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처리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36>

BS(14)는 시그널링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지원 노드(SGSN)(26)에 연결될 수도 있다. 이 기술 분
야의 숙련된 자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SGSN은 전형적으로 패킷 교환 서비스들을 위해 MSC(16)와 유사한 기능
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MSC처럼 SGSN은 데이터 망, 이를테면 인터넷(22)에 연결될 수 있다. SGSN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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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SGSN은 패킷교환 코어 네트워크, 이를테면 GPRS
코어 네트워크(28)에 연결된다. 그 다음에 패킷교환 코어 네트워크는 다른 GTW, 이를테면 GTW GPRS 지원 노드
(30)에 연결되고, GGSN은 인터넷에 연결된다. GGSN 외에도, 패킷교환 코어 네트워크가 GTW(20)에 연결될 수도
있다. 또한, GGSN은 메시징 센터, 이를테면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센터(32)에 연결될 수 있다. 이 점
에 있어서, MSC처럼 GGSN과 SGSN은 메시지들, 이를테면 MMS 메시지들의 전송을 제어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GGSN과 SGSN은 단말을 위해 메시지들의 메시징 센터에 및 그 메시징 센터로부터 보내는 것을 제어할 능력이 있
을 수도 있다.
<37>

또한, SGSN(26)을 GPRS 코어 네트워크(28) 및 GGSN(30)에 연결하는 것에 의해, 컴퓨팅 시스템(24) 및/또는 회의
서버(25)와 같은 기기들은 인터넷(22), SGSN 및 GGSN을 경유하여 단말(10)에 연결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컴퓨팅 시스템 및/또는 회의 서버와 같은 기기들은 SGSN, GPRS 및 GGSN을 가로질러 단말과 통신할 수 있다. 단
말들 및 다른 기기들(예컨대, 컴퓨팅 시스템, 회의 서버, 등)을 인터넷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의해, 이를테면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에 따라 단말들은 다른 기기들과 그리고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단말의 각종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38>

비록 모든 가능한 이동 네트워크의 모든 요소가 보이고 설명되지는 않지만, 단말(10)이 BS(14)를 통하여 임의의
많은 다른 네트워크들 중의 하나 이상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네트워크(들)는 다수의 1세대(1G), 2세대(2G), 2.5G 및/또는 3세대(3G) 이동 통신 프로토콜들 등 중의 임의의
하나 이상에 따라서 통신을 지원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들) 중의 하나 이상은 2G 무선
통신 프로토콜들인 IS-136(TDMA), GSM, 및 IS-95(CDMA)에 따라 통신을 지원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네트워크(들)

중의

하나

이상은

2.5G

무선 통신 프로토콜들인 GPRS,

EDGE(Enhanced

Data

GSM

Environment) 등에 따라 통신을 지원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예를 들면, 네트워크(들) 중의 하나 이상
은 3G 무선 통신 프로토콜들 이를 테면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무선접속 기술 채용
범용 이동 전화 시스템(UMTS) 네트워크에 따라서 통신을 지원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중 또는 더 높은 모드
의 이동국들(예컨대, 디지털/아날로그 또는 TDMA/CDMA/아날로그 전화기들)이 그러할 것처럼, TACS 뿐 아니라 일
부 협대역 AMPS(NAMPS) 네트워크(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39>

단말(10)은 하나 이상의 무선 접근점들(AP들; 34)에 더 연결될 수 있다. AP들은 예를 들면 무선 주파수(RF), 블
루투스(BT), 적외선(IrDA), 또는 WLAN 기법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무선 네트워킹 기법들 중의 어느 기법과 같은
기법들에 따라서 단말과 통신하도록 구성된 접근점들을 포함할 수 있다. AP들(34)은 인터넷(22)에 연결될 수 있
다. MSC(16)에서처럼, AP들은 인터넷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일 실시예에서, AP들은 GTW(20)를 경유하
여 인터넷에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해될 바와 같이, 단말들 및 컴퓨팅 시스템(24), 회의 서버(25), 및/또는
다수의 다른 기기들 중의 어느 것을 인터넷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의해, 단말들은 서로 간에,
또는 컴퓨팅 시스템 등과 통신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단말의 각종 기능들, 이를테면 데이터, 콘텐츠 등을 컴
퓨팅 시스템에 및/또는 그 컴퓨팅 시스템으로부터 전송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
데이터", "콘텐츠", "정보" 및 유사한 용어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서 전송, 수신 및/또는 저장될 수 있
는 데이터를 호환성 있게 언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의 그러한 용어들의 사용은 본 발명의 정신
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40>

비록 도 1에 보이진 않지만, 단말(10)을 인터넷(22)을 가로질러 컴퓨팅 시스템들(24)에 연결하는 것에 더하여
또는 그것 대신에, 단말과 컴퓨팅 시스템은 서로에 연결되고 예를 들면 RF, BT, IrDA 또는 LAN 또는 WLAN 기법
들을 포함한 다른 많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 기법들 중의 어느 기법에 따라서 통신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들
중의 하나 이상은 콘텐츠를 저장할 능력이 있는 탈착 가능 메모리를 부가적으로 또는 대신 구비할 수 있어, 콘
텐츠는 나중에 단말에 전송될 수 있다. 게다가, 단말(10)은 하나 이상의 전자기기(35), 이를테면 프린터, 디지
털 프로젝터 및/또는 다른 멀티미디어의 캡처링, 생성 및/또는 저장 기기들(예컨대, 다른 단말들)에 연결될 수
있다. 컴퓨팅 시스템(24)에서처럼, 단말은 예를 들면 RF, BT, IrDA 또는 USB, LAN 또는 WLAN 기법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유선 또는 무선 통신 기법들 중의 어느 기법에 따라서 휴대형 전자기기와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41>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단말(10), 컴퓨팅 시스템(24) 및/또는 회의 서버(25)로서 동작할 수 있는 엔티티의 블록
도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보이고 있다. 비록 분리된 엔티티들로 보이지만, 일부 실시예들에서, 하나
이상의 엔티티는 논리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엔티티(들) 내에 함께 위치하는 단말, 회의 서버 및/또는 컴퓨팅 시
스템 중의 하나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일 엔티티는 논리상 분리되지만 함께 위치된 컴퓨팅 시스
템 및 회의 서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단일 엔티티는 논리상 분리되지만 함께 위치된 단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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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예를 들면, 단일 엔티티는 논리상 분리되지만 함께 위치된 단말 및
회의 서버를 지원할 수 있다.
<42>

보인 바와 같이, 단말(10), 컴퓨팅 시스템(24) 및/또는 회의 서버(25)로 동작할 능력이 있는 엔티티는 메모리
(39)에 연결된 프로세서(37)를 일반적으로 구비할 수 있다. 이 프로세서는 또한 적어도 하나의 인터페이스(41)
또는 다른 수단에 데이터, 콘텐츠 등을 전송하고 및/또는 수신하기 위해 연결될 수 있다. 이 메모리는 휘발성
및/또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고 전형적으로는 콘텐츠,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예를 들면, 전형적으
로 메모리는 엔티티로부터 전송되고 및/또는 그 엔티티에 의해 수신된 콘텐츠를 저장한다. 또한, 예를 들면, 메
모리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서 엔티티의 동작에 관련된 단계들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위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 명령어들 등을 전형적으로 저장한다. 부가하여, 엔티티가 회의 서버를 포함할 때, 메모리는 하
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의 서버의 메모리는, 그런 콘텐츠의 하나 이상의 발신
지로부터의 재포맷된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고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재포맷된 콘텐츠를 수신지 주소 및 세
션 인증 키와 연관시키는 트랜젝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회의 서버의
메모리는, 회의 서버에 등록되어 있고 만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주소를 수신지(들)의 하나 이상의 다른
식별자와 연관시키는 하나 이상의 수신지 주소를 저장하는 단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도 있다.

<43>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그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인 한 유형의 단말(10)을 도시한다.
그러나, 도시되고 아래에서 설명되는 단말은 본 발명으로부터의 이익을 얻을 것인 한 유형의 단말의 단순한 예
시이고,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취해진 것은 아님이 이해되어야 한다. 단말의 몇 개의 실시
예들이 도시되고 예의 목적을 위해 이하에서 기술될 것이지만, 다른 유형의 단말들, 이를테면 개인휴대 정보단
말(PDA), 페이저, 랩톱 컴퓨터 및 다른 유형의 전자 시스템은 본 발명을 즉시 채용할 수 있다.

<44>

보인 바와 같이, 안테나(12) 외에도, 단말(10)은 전송기(38), 수신기(40), 및 전송기 및 수신기에 신호들을 각
각 제공하고 그것들로부터 신호들을 각각 수신하는 제어기(42)를 구비한다. 이 신호들은 적용 가능한 셀룰러 방
식의 공중 인터페이스 표준에 따르는 시그널링 정보, 및 사용자의 말 및/또는 사용자 발생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점에 있어서, 단말은 하나 이상의 공중 인터페이스 표준, 통신 프로토콜, 변조 유형 및 접근 유형으로 동작
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더 상세하게는, 단말은 다수의 1세대(1G), 2세대(2G), 2.5G 및/또는 3세대(3G) 통신
프로토콜 등 중의 어느 것에 따라서 동작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말은 2G 무선 통신 프로토콜들
인 IS-136(TDMA), GSM 및 IS-95(CDMA)에 따라서 동작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단말은 2.5G
무선 통신 프로토콜들인 GPRS, 강화형 데이터 GSM 환경(EDGE) 등에 따라서 동작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예를 들면, 단말은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 무선 접속 기술을 채용한 범용 이동 전화 시스템
(UMTS) 네트워크와 같은 3G 무선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동작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중 또는 더 높은 모드
의 전화기들(예컨대, 디지털/아날로그 또는 TDMA/CDMA/아날로그 전화기들)이 그러할 것처럼, TACS 뿐 아니라 일
부 협대역 AMPS(NAMPS) 네트워크(들)는 본 발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45>

제어기(42)가 단말(10)의 오디오 및 논리 기능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회로를 구비하는 것이 이해된다. 예를 들
면, 제어기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각종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들, 및 다른 지원 회로들로 구성될 수 있다. 단말의 제어 및 신호처리 기능들은 그것들의 각각의 능력들
에 따라 이 기기들 간에 할당된다. 제어기는 내부 음성 부호기(VC)(42A)를 부가적으로 구비할 수 있고, 내부 데
이터 모뎀(DM; 42B)을 구비할 수 있다. 게다가, 제어기는 메모리(아래에 기술됨)에 저장될 수도 있는 하나 이상
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가동하는 기능성을 구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기는 접속 프로그램, 이를테면
기존의 웹 브라우저를 가동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접속 프로그램은 이를테면 HTTP 및/또는 무선 응용 프로토
콜(WAP) 등에 따라 단말이 웹 콘텐츠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46>

또한 단말(10)은 기존의 이어폰 또는 스피커(44), 벨소리기(ringer; 46), 마이크로폰(48), 디스플레이(50) 및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이것들의 모
두는 제어기(42)에 연결된다. 단말이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는, 단말이 데이
터를 수신하는 것을 허락하는 다수의 기기들, 이를테면 키패드(52), 터치 디스플레이(미도시) 또는 다른 입력
기기 중의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키패드를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키패드는 기존의 숫자(0-9) 및 관련 키들
(#,*)과, 단말을 작동시키는데 이용되는 다른 키들을 구비한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단말은 단말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각종 회로들에 전력을 공급하고 뿐만 아니라 검지 가능한 출력으로서 기계적 진동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진동 배터리 팩과 같은 배터리를 구비할 수 있다.

<47>

단말(10)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및/또는 얻기 위한 하나 이상의 수단을 구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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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기법들에 따라서 전자기기들에 공유되고 및/또는 그 전자기기들로부터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 단말은 단거리
무선 주파수(RF) 송수신기 또는 질문기(54)를 구비할 수 있다. 단말은 예를 들면 적외선(IR) 송수신기(56), 및/
또는 블루투스 SIG(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에 의해 개발된 블루투스 브랜드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블루투스(BT) 송수신기(58)와 같은 다른 단거리 송수신기를 부가적으로, 또는 대신 구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말은 그러한 기법들에 따라서 전자기기들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및/또는 그 전자기기들로부터 데이터
를 수신할 능력을 부가적으로 또는 대신에 가질 수 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단말은 WLAN 기법들 이를테면
IEEE 802.11 기법 등을 포함한 다수의 다른 무선 네트워킹 기법들에 따라 전자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및/
또는 수신할 능력을 부가적으로 또는 대신 가질 수 있다.
<48>

단말(10)은 전형적으로 이동 가입자에 관련된 정보 요소들을 저장하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 60), 탈착 가능
사용자 식별 모듈(R-UIM) 등과 같은 메모리를 더 구비할 수 있다. SIM 외에도, 단말은 다른 탈착 가능 및/또는
고정 메모리를 구비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단말은 데이터의 일시적인 보관을 위한 캐시 영역을 구비하는
휘발성 임의 접근 메모리(RAM)와 같은 휘발성 메모리(62)를 구비할 수 있다. 단말은 내장될 수 있거나 및/또는
탈착 가능한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64)를 구비할 수도 있다. 이 비휘발성 메모리는 EEPROM, 플래시 메모리 등을
부가적으로 또는 대신 구비할 수 있다. 메모리들은 단말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단말에 의해 사용되는 다수의
정보 조각들 및 데이터 중의 어느 것이나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들은 국제 이동 장비 식별(IMEI)
코드,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IMSI) 코드, 이동국 통합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MSISDN) 코드(이동 전화 번호),
세션 개시 프로토콜(SIP) 주소 등과 같이 MSC(16)와 같은 이동국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저장할
수 있다.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메모리들은 단말에서 동작 가능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할 수
도 있다.

<49>

발명의 배경 부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각종 상황들에서 사용자는 문서를 원래 디자인하지 않았던 매체를 통
해 그 문서에 액세스하거나 그 문서를 보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제한된 디스플레이 영역, 분
해능, 및 랜더링 능력들을 가질 수 있는 단말로서 원래 디자인되었던 문서를 랜더링할 수 없거나 극히 느리고
및/또는 불편한 방식으로 랜더링할 수 있는 단말(10)을 통해 그 문서를 보기를 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발명
의 실시예들에 따라서, 고정 네트워크 환경(예컨대, LAN, MAN, WAN, 등)에서 동작할 수 있는 발신지(개인용 컴
퓨터)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예컨대, TDMA, GSM, CDMA, GPRS, EDGE, MBMS, DVB,
CSD, HSCSD, 등)에서 동작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신지(예컨대, 개인용 컴퓨터, 단말 등)에 제공되기 전에 발
신지에서 인쇄 인터페이스에 의해 규모가변성(scalable) 디지털 인쇄물이 되도록 콘텐츠를 재포맷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인쇄물은 수신지의 주소에 기초하여 그리고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수신지
(들)를 위해 고정 네트워크 환경 및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 사이를 인터페이싱할 수 있는 회의 서버(25)를 통해
수신지에 제공될 수 있다. 그 후에, 수신지는 콘텐츠를 이를테면 디스플레이(예컨대, 디스플레이(50))에 의해
랜더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인쇄물을 제공하기 전에, 회의 서버는 수신지를 위해 의도된 콘텐츠의
유용성을 수신지에 통지할 수 있다. 그 후에 수신지는 회의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50>

추가로 이해될 바와 같이, 각종 상황들에서 발신지 및 수신지(들)는 발신지에 의해 송신되고 수신지(들)에 의해
수신된 콘텐츠가 발신지 및 수신지(들) 사이의 말(언어) 통신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회의에 참가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인쇄물을 받기 전에 및/또는 후에, 회의 세션이 회의 서버(25)를 통해 발신지 및 수신
지(들) 사이에서 확립될 수 있다. 회의 동안, 호스트는 발신지와 수신지(들), 회의 구성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
는 다른 회의 참가자들을 포함한 회의 참가자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회의 서버는 제어 이벤트들을 호스트로
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제어 이벤트들은 발신지에 의해 송신되고 수신지(들)에 의해 수신된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한다. 그 다음 회의 서버는 그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의 구성원들
은 호스트의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해 호스트는 콘텐츠의 랜더링을 호
스트에서 국소적으로 지시할 수 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콘텐츠의 랜더링을 회의 구성원들에 원격으로 지시
할 수도 있다.

<51>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그 도면은 콘텐츠의 하나 이상의 조각을 하나 이상의 수신지(74)(하나가 보임)에 제공하
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달하고 콘텐츠의 랜더링을 포함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콘텐츠 발신지(72)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하는데, 회의 참가자들 중, 발신지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고 수신지들은 고정 네트워크 환
경 및/또는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 보인 바와 같이, 발신지는 하나 이상의 발신지 애플리케
이션(76), 이를테면 콘텐츠 관람기(viewer) 및/또는 편집기를 동작시키는 능력이 있다. 콘텐츠는, 예를 들면 프
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스프레드시트, 클립보드 데이터, 각종 그래픽 포맷들(예컨대, JPG, GIF, BMP, 등)의 이미
지들, 스크린 샷, 문서 등을 포함한 콘텐츠의 다수의 다른 유형들 중의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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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관람기 및/또는 편집기는 발신지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할 능력이 있는 다수의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중의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52>

발신지(72)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콘텐츠를 수신지(74)로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발신지는 또한
발신지 클라이언트(78)를 조작할 능력이 있다. 일 실시예의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따라 구성된 프린터 드라이버와 같은 프린터 드라이버를 구비하거나 또는 그 프린터 드라이버와 통
신한다. 그런 실시예에서,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발신지에서 동작하는 콘텐츠 관람기 또는 편집기 애플리케이션
(76)의 인쇄 기능성과 직접 인터페이싱할 수 있다. 간략히,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애플리케이션(76)의 인쇄 기능
성과 인터페이싱하여 그래픽 필터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래픽 필터와 통신하는 것에 의해
콘텐츠를 벡터화된 포맷으로 재포맷할 수 있다.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콘텐츠를 다수의 다른 벡터화된 포맷들 중
의 어느 것으로 재포맷할 수 있다. 하나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예를 들면,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규모 가변성
벡터 그래픽(SVG) 포맷 또는 유사 파생물들(예컨대, 모바일 SVG, SVG-Tiny, SVG-Basic, 등)이 되도록 콘텐츠를
재포맷할 수 있다. 콘텐츠를 재포맷하는 외에도,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요구할 수 있고, 그 후에 수신지의 주소
또는 다른 식별정보를 수신하여 벡터화된 콘텐츠가 수신지의 주소에 기초하여 수신지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53>

콘텐츠를 재포맷하고 수신지(74)의 주소를 수신한 후, 발신지(72)는, 발신지와 수신지 사이를 인터페이싱할 수
있는 회의 서버(25)와 통신 세션을 확립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발신지 클라이언트(78)가 재포맷된 콘텐츠
와 수신지 주소를 회의 서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신지는 통신 세션을 확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발신지와 수신지 사이의 회의 동안, 회의의 다른 참가자들(즉 회의 구성원들)에 의한 콘
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는 회의 호스트의 제어뿐 아니라 콘텐츠의 후처리 및 그 콘텐츠의 수신지로의 배달을 다
룬다. 만약 그렇게 소망 된다면, 회의 서버는 사용자/클라이언트 인증, 사용자 등록, 사용자 계정 관리, 트랜젝
션 로깅 및 발신지 사용자 트랜젝션 데이터의 빌링/수집에 관련된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도 있다. 발신지 및 수
신지 클라이언트들(78, 80)을 발신지(72) 및 수신지에 각각 분배하기 위해, 그리고 사용자 등록을 위한 도구들
을 제공하고 사용자 계정들을 셋업하기 위해 회의 서버에 웹 서버를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발신지와 회의 서버는 별개의 엔티티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단일 엔티티가 논리상 분리되지만 함께
위치되는 발신지 및 회의 서버를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
야 한다.

<54>

더 상세하게는, 회의 서버(25)는 메시징 게이트웨이(GTW; 80)와 회의 게이트웨이(GTW; 82)를 구비할 수 있다.
그러면 회의 서버(25)에서의 재포맷된 콘텐츠 및 수신지 주소의 수신 하에,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수신지의 주소
에 의거하여 수신지(74)와 통신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재포맷된 콘텐츠의 수신지에의 전달을 행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수신지는 메시징 게이트웨이와 통신하여 메시징 게이트웨이로부터 재포맷된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지 클라이언트(84)를 동작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메시징 게이트웨이
는 단문 메시징 서비스(SMS) 메시지와 같은 통지를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송신하여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재포맷
된 콘텐츠의 유용성을 알려줄 수 있다. 그 후, 수신지는 회의 서버와 통신 세션을 확립함으로써 수신지 클라이
언트가 재포맷된 콘텐츠를 메시징 게이트웨이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 재포맷된 콘텐츠의 다운로드에
의거하여, 수신지 클라이언트는 수신지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재포맷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다.
대신에, 보인 바와 같이, 수신지 클라이언트는 수신지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재포맷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는 콘텐츠 관람기 및/또는 편집기와 같은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86)과 통신할 수 있다.

<55>

발신지 클라이언트(78)가 콘텐츠를 회의 서버(25)에 전달하기 전 및/또는 후에, 회의 서버(25)의 회의 게이트웨
이(82)는 발신지(72) 및 수신지(74) 사이에 회의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회의 세션을 확립할 수 있다. 회의 세
션을 위한 호스트는 회의 참가자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고, 다른 회의 참가자들은 회의 구성원들이라 불린다. 그
후, 호스트는 콘텐츠의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호스트 클라이언트(예컨
대,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회의 세션 동안 회의 게이트웨이에 하나 이상의 제어 이벤트를 송신할 수 있는데, 이
제어 이벤트는 콘텐츠의 랜더링 또는 이 랜더링의 일부 양태(aspect)를 지시한다. 그 다음 회의 게이트웨이는
그런 제어 이벤트들을 회의 세션의 구성원들의 클라이언트들(예컨대,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전달할 수 있다. 이
제어 이벤트들의 수신 하에, 회의 구성원들의 클라이언트들은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
다.

<56>

여기에 보이고 설명된 바와 같이, 발신지 애플리케이션(76) 및 발신지 클라이언트(78), 메시징 게이트웨이(80)
및 회의 게이트웨이(82), 그리고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은 각각이 발신지(72), 회
의 서버(25) 및 수신지(74)에 의해 각각 가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발신지 애플리케이션, 발신
지 클라이언트, 메시징 게이트웨이, 회의 게이트웨이, 수신지 클라이언트 및/또는 수신지 애플리케이션은 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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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정신과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대신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발신지 애플리케이션 및 발신지 클라이언트, 메시징 게이트웨이 및 회의 게이트웨이, 그리고 수신지
클라이언트 및 수신지 애플리케이션이 발신지, 회의 서버 및 수신지 각각에 대해 지엽적인 것으로 보이고 설명
되었지만, 발신지 애플리케이션 및 발신지 클라이언트, 메시징 게이트웨이 및 회의 게이트웨이, 그리고 수신지
클라이언트 및 수신지 애플리케이션 중의 임의의 하나 이상이, 발신지, 회의 서버 및 수신지 각각으로부터 이를
테면 인터넷(20)을 가로질러 다르게 배포되거나 그 각각과 통신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여기에 보이고 설명된
바와 같이, 콘텐츠는 발신지로부터 수신지에 제공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달된다. 그러나, "제공"과 "전달"이란
용어들은 여기서 호환성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콘텐츠의 제공 및 전달은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정신과 범
위로부터 벗어나는 일 없이 콘텐츠를 이동 또는 복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57>

본 발명의 시스템,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의 실시예들이 발신지(72)가 수신지(74)에 콘텐츠를 제공하
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달하는 것과, 발신지 및 수신지 사이에 있고 다른 회의 참가자(즉, 회의 구성원)에 의한
콘텐츠의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지시하는 회의의 호스트에 관하여 이제 더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여기
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발신지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서 콘텐츠의 하나 이상의 조각을 하나 이상의 수신지
에 전달하도록 기능하는 임의의 엔티티(예컨대, 단말(10), 컴퓨팅 시스템(24) 등)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수
신지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서 발신지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고 그 후에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디스플
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도록 기능하는 임의의 엔티티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이해될 바와 같이, 비록
기능적으로는 다른 방식들로 동작하더라도, 동일한 엔티티는 다른 시간들에 발신지, 수신지 또는 발신지 및 수
신지 둘 다로서 기능할 수 있다.

<58>

이제 도 5a 및 5b를 참조하면, 그 도면들은 발신지로부터 하나 이상의 수신지, 이를테면 콘텐츠를 하나 이상의
단말(10) 및/또는 컴퓨팅 시스템(24)에 전달하고 발신지 및/또는 수신지(즉, 회의 세션의 참가자들)에서 그러한
콘텐츠의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어하는 방법의 각종 단계들을 포함하는 흐름도를 도시한다. 보인 바
와 같이, 발신지 애플리케이션(76)이 콘텐츠를 디스플레이를 위해 랜더링하거나 또는 처리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택된 콘텐츠를 가질 때, 발신지(72)에서, 발신지 클라이언트(78)는 블록 88에 보인 것처럼 수신지(7
4)로의 콘텐츠의 전달을 개시하도록 시작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신지 애플리케이션이 발신지에서 콘텐츠를
처리하고 있을 때, 발신지 애플리케이션의 인쇄 기능은 이를테면 발신지의 사용자에 의해 발신지 클라이언트를
프린터 기기로서 선택하여 개시될 수 있다. 다르게는,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발신지 클라이언트와 같은 프린
터 드라이버의 설치는 지정된 프린터 드라이버에 대한 인쇄 프로세스를 직접 기동할 수 있는 매크로 명령 버튼
들이 애플리케이션의 메뉴 바에 삽입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
피스 애플리케이션들(예컨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속의 "파일/보내기" 메뉴에 "모바일 수신"이라고 명명된
명령 버튼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그 후에 발신지 클라이언트를 개시(기동)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9>

발신지 클라이언트(78)를 개시하고 난 후에,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블록 90에 보인 것처럼 콘텐츠를 SVG 포맷과
같은 벡터화된 포맷, 또는 포스트스크립트 포맷과 같은 중간 포맷이 되도록 재포맷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신
지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따라서 동작할 때,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발신지 애플리케이션(76)으로부터의 콘텐
츠의 프린터 출력으로부터 벡터화된 그래픽 기술 파일을 생성하는 윈도우즈® 그래픽 기기 인터페이스(GDI)와
인터페이싱할 수 있다. 대신에, 예를 들면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그래픽 기술 파일을 중간 포맷으로 생성할 수
있고, 그 후 그것은 수신지에 의해 지원되는 벡터화된 포맷이 되도록 회의 서버(25)에 의해 아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포맷될 수 있다.

<60>

발신지 클라이언트(78)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의 포맷에 관계없이, 블록 92에 보인 것처럼,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재포맷된 콘텐츠의 수신지(74)의 주소(예컨대, MSISDN, SIP 주소, 등)뿐 아니라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정보
의 다수의 다른 조각들 중의 어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후에 발신지 사용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도 6에 보인 것처럼,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발신지의 디스플레이 상에, 단말(10)을 포함한 수신지의 MSISDN
을 요구하는 대화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 부가하여, 대화상자는 재포맷된 콘텐츠와 함께 수신지에 전달될 수 있
는 텍스트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올바로 인식될 바와 같이, 수신지 주소는 많은 다른 방식들 중의 어느 것
으로 수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신지 주소는 이를테면 발신지의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경유하여 발신지
사용자로부터 수동으로 수신될 수 있다. 다르게는, 수신지 주소는 예를 들면 디렉터리가 저장되거나 그렇지 않
으면 발신지에 의해 접근가능한 수신지의 사용자에 의거하여 그 디렉터리(예컨대, 접촉 디렉터리)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61>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발신지 클라이언트(78)는 하나 이상의 구성 매개변수를 요구하고 수신할 수 있고 그것
에 의해 발신지 사용자가 발신지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것을 허락한다. 예를 들면, 도 7에 보인 것처럼,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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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클라이언트는, 발신지 사용자에 관련된 식별정보 또는 다른 정보, 이를테면 그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또는 이메일 주소(발신지의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들은 "발신지 사용자 정보"라고 함)를 포함한 구성 매개변수들
을 요구하고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구성 매개변수들은 회의 서버(25)의 주소 및 임의의 다른 로케
이터들, 매개변수들 등(예컨대, IP주소, 포트 번호, 통신 프로토콜, 서브릿(servlet) 경로, 회의 서버에 접근하
기 위한 사용자 ID/패스워드 등)을 구비할 수 있다. 부가하여, 이를테면 방화벽 제한들이 프록시 서버(미도시)
의 사용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만일 발신지가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여 회의 서버와 통신한다면, 구성 매개변수
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 및 임의의 다른 로케이터들, 매개변수들 등(예컨대, IP주소, 포트 번호, 프록시 서버에
접근하는 사용자ID/패스워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올바로 이해될 바와 같이, 비록 발신지 클라이언트가 콘텐
츠를 전달하도록 개시되는 때마다 발신지 클라이언트가 구성 매개변수들을 받을 수 있지만, 발신지 클라이언트
는 더 전형적으로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제1 인스턴스 전에 구성 매개변수들을 수신하고, 그 후에 동일한 구성
매개변수들(발신지 사용자에 의해 바뀌지 않는 한)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이후의 조각들을 전달한다.
<62>

발신지 클라이언트(78)가 수신지 주소를 수신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그리고 발신지 클라이언트가 구성되는 방법
에 관계없이, 콘텐츠를 재포맷하고 수신지 주소를 수신한 후,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그 후에 재포맷된 콘텐츠 및
수신지 주소(그리고 다른 정보-예컨대, 발신지 사용자 정보, 텍스트 메시지, 등- 만일 포함된다면)를 블록 94에
보인 것처럼 회의 서버(25)(구성 매개변수들로 식별됨)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및 수신지 주소를 회
의 서버에 전달하기 전에,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재포맷된 콘텐츠를 이를테면 GNU 집
(zip) 기법에 따라 압축할 수 있다. 또한, 발신지 클라이언트가 콘텐츠를 SVG 형식으로 재포맷할 때, 발신지 클
라이언트는,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발신지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된(만약 그렇게 수신되면) 텍스트 메시지
및 발신지 사용자 식별정보를 포함하며 SVG 포맷된 콘텐츠에 덧붙여질 수 있는 부가적인 (SVG) 문서를 만들 수
있다.

<63>

재포맷된 콘텐츠를 회의 서버(25)로 전달하기 위해, 발신지(72)는 회의 서버로 통신 세션을 확립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발신지는 구성 매개변수들로 지정된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회의 서버와 통신 세션을 확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신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예컨대, 인터넷(22)) 상에서
HTTP 또는 HTTPS(보안 소켓층 위의 HTTP)에 따라서 회의 서버와 통신 세션을 확립할 수 있다. 그 후, 발신지는
이를테면 빌링 및/또는 계정 확인 목적을 위해, 회의 서버에 인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신지는 구성 매개변
수들에서 미리 지정된 사용자ID/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ID/패스워드 기법에 따라서 회의 서버에 인증될 수
있다.

<64>

발신지(72)가 회의 서버(25)에 성공적으로 인증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발신지 클라이언트(78)는 재포맷된 콘텐
츠 및 수신지 주소뿐 아니라 어떤 발신지 사용자 정보 및 부가적인 텍스트 메시지를 회의 서버에, 또는 더 구체
적으로는 회의 서버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에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 재포맷된 콘텐츠, 수신지 주소 및 다
른 정보의 메시징 게이트웨이에 의한 수신 하에, 발신지 및 회의 서버 사이의 통신 세션은 닫힐 수 있다. 그러
나, 통신 세션을 닫기 전에,

수신지(74)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수신지 클라이언트(84)가 메시징 게이트웨이(아

래에 설명됨)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한 후, 메시징 게이트웨이가 통지 메시지를 발신지 클라이언트에 송신하여 수
신지의 콘텐츠 수신을 발신지에 통지하도록 하기 위해,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메시징 게이트웨이로부터의 배달
수신을 요구할 수 있다.
<65>

재포맷된 콘텐츠를 수신한 후,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는 블록 96에 보인 것처럼 재포맷된 콘텐
츠를 후처리한다. 예를 들면,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재포맷된 콘텐츠(만일 이전에 압축되었으면)의 압축을 풀 수
있다. 그 후, 재포맷된 콘텐츠가 중간 포맷(예컨대, 포스트스크립트)으로 있는 경우에,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중
간 포맷에서부터 벡터화된 포맷(예컨대, SVG)으로 콘텐츠를 재포맷할 수 있다. 메시징 게이트웨이가 중간 포맷
에서부터 벡터화된 포맷으로 콘텐츠를 재포맷하는지에 관계없이,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콘텐츠에 삽입된 임의의
래스터 이미지들(예컨대, JPG, PNG, BMP, 등)을 압축하도록 콘텐츠를 처리하여, 그런 이미지들의 크기를
줄이고, 그래서 콘텐츠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들을 압축하기 전에,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여러 가지 포맷의 삽입된 이미지들을 벡터화된 포맷에 의해 지원되는 공통 포맷(예컨
대, JPG)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일 실시예에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수신지의 디스플레이 및/
또는 메모리 능력들(기능들)에 의거하여, 콘텐츠에 삽입된 래스터 이미지들의 해상도 및 압축 레벨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SVG "보기 상자(view box)" 매개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회의 서버는
복수의 수신지들을 위해, 이를테면 회의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수신지들을 위해 그런 능력들(기능들)의 데
이터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66>

재포맷된 콘텐츠를 후처리한 후,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는 예를 들면 발신지 클라이언트(7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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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신된(만일 그렇게 수신되었다면) 텍스트 메시지, 발신지 사용자의 식별정보, 뿐 아니라 수신지(74), 더
구체적으로는 수신지 사용자에 소망될 수 있는 문서 작성 일자 및/또는 시간과 다른 트랜젝션 정보를 포함한 헤
더 페이지를 준비할 수 있다. 그 다음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헤더 페이지를 재포맷된 콘텐츠에 삽입할 수 있다.
각종 경우들에서 벡터화된 포맷이 재포맷된 콘텐츠 내에 헤더 페이지를 삽입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콘텐츠가 다수의 페이지들을 포함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SVG-Tiny 포맷은 현재 "페이지/페이지세트(PageSet)" 키워드들로 페이지 수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체 실시예에서, 콘텐츠 페이지 수는 수신지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수신지 클라이언트(84)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헤더 페이지를 재포맷된 콘텐츠에 삽입하는 대신에, 헤더 페이지는 발신지로부터의 재포맷
된 콘텐츠로부터 분리된 콘텐츠 조각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콘텐츠의 각 조각은 콘텐츠의 다른 조각들에 관
해서 개별 조각의 순서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그런 경우에, 다수의 인쇄된 페이지들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재
포맷된 콘텐츠의 각 조각이 단일의 인쇄된 페이지를 전형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재포맷된 콘텐츠의 다수
의 조각들로 나눠질 수 있다.
<67>

헤더 페이지를 준비하고 재포맷된 콘텐츠에 헤더 페이지를 포함하고 난 후,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
(80)는 콘텐츠(또는 콘텐츠의 조각)를 단일의 압축된 파일로 압출할 수 있고, 그 후에 그 압축된 파일은,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트랜젝션 데이터베이스(예컨대, 메모리(39))에 고유 세션 인증키와 함께 적어도 일시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그 다음, 압축된 파일은 수신지(74)에 전달될 수 있다.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헤더 페이지/재포
맷된 콘텐츠를 수신지에 직접 푸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메
시징 게이트웨이는 수신지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수신지 클라이언트(84)에 신호함으로써, 수신지를 위해 의도된
재포맷된 콘텐츠의 유용성을, 이를테면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신호하기 위한 셀룰러 통신 채널(예컨대, SMS
채널)을 통해,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통지한다. 그 후, 수신지는 회의 서버와 통신 세션을 확립함으로써 수신지
클라이언트가 재포맷된 콘텐츠를 메시징 게이트웨이로부터 다운로드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68>

더 상세하게는, 재포맷된 콘텐츠에 헤더 페이지를 포함한 후,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는 수신지
가 회의 서버에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테면 등록된 수신지들의 단말 데이터베이스(예
컨대, 메모리(39) 내)에 대해 수신지의 주소를 교차 적합시험하는 것에 의해 수신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다.

<69>

만일 수신지가 회의 서버에 이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수신지(74) 또는 더 구체적으
로는 수신지 사용자에게, 수신지를 위해 의도된 콘텐츠를 수신지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신지 클
라이언트(84)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부터)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지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 메시징 게이
트웨이는 다수의 다른 방법들 중의 어느 것으로 수신지에 지시할 수 있지만, 일 실시예에서, 메시징 게이트웨이
는 SMS 메시지를 각각의 SMSC(18; 도 1 참조)를 통해 수신지에 송신하는 것에 의해 수신지에 지시하는데, 이러
한 SMS 메시지는 적당한 명령어들을 포함한다. 그 후, 수신지는 명령어들에 따라서 수신지 클라이언트를 다운로
드하고 설치할 수 있고, 회의 서버에 등록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회의 서버에 등록할 때에, 수신지 클라
이언트는 회의 서버에 수신지의 식별정보와 수신지의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신지가 단말(10)을
포함할 때, 수신지 클라이언트는 회의 서버에 단말의 IMEI 코드 및 MSISDN을 제공할 수 있다. 회의 서버는, 수
신에 의거하여, 단말 데이터베이스에 수신지의 식별정보 및 관련된 주소를 저장함으로써 적합한 단말(IMEI 코드
에 의해 식별됨)만이 단말의 주소(예컨대, MSISDN)를 표시할 수 있는 발신지로부터 단말에 의한 수신을 위해 의
도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70>

만일 수신지(74)가 회의 서버(25)에 이전에 등록되어 있거나, 수신지가 회의 서버에 등록하는 경우 또는 그 후,
회의 서버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는 수신지, 더 구체적으로는 수신지 클라이언트(84)에 신호함으로써,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수신지를 위해 의도된 콘텐츠의 유용성을 통지할 수 있다. 비록 메시징 게이트웨이가 많은 다른
방식들 중의 어느 것으로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신호할 수 있지만, 일 실시예에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적당한
통지 메시지를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송신하는 것에 의해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신호한다. 메시징 게이트웨이가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통지 메시지를 직접 송신할 수 있는 반면, 하나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메시징 게이트웨
이는 시그널링 정보를 메시징 센터(예컨대, SMSC(18)) 또는 다른 프록시에 전하고, 메시징 센터 또는 다른 프록
시는 그 후에 블록 98에 보인 것처럼 통지 메시지(예컨대, SMS 메시지)를 수신지에 송신할 수 있는데, 이 통지
메시지는 메시징 게이트웨이로부터의 시그널링 정보를 구비한다. 이 점에 있어서, 메시지는, 수신지에서 가동되
는 수신지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예컨대, 운영체제)이 식별하고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헤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비안 브랜드의 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단말(10)을 포함하는 수신지를
위해, 수신지 클라이언트는 운영체제에 등록할 수 있고, 메시지들, 이를테면 특정 헤더 유형을 가지는 SMS 메시
지들을 수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런 수신지가 통지 메시지를 수신할 때, 운영체제는 메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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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부분을 식별할 수 있고, 그 후 수신지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받도록 한다.
<71>

헤더 부분 외에도, 통지 메시지는 재포맷된 콘텐츠, 및 아마도 재포맷된 콘텐츠의 크기 그리고 수신지(74), 수
신지 클라이언트(84) 또는 수신지 사용자에 관련되는 임의의 다른 정보를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
(80)로부터 재포맷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지를 결정할 때에 식별할 수 있다. 통지 메시지는 회의 서버의 주소,
발신지 사용자 정보(예컨대, 이름 및/또는 이메일 주소)를 구비할 수도 있다. 부가하여,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
면, 통지 메시지는 세션 인증 키(재포맷된 콘텐츠 및 수신지 주소와 함께 트랜젝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를
구비할 수 있어 그 후 수신지는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세션 인증 키에 의거하여 인증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도 8에 보인 것처럼, 수신지는 수신지 클라이언트가 다음 수신지 사용자 통지: "You have received new
printouts from: source@domain.com: File name: Meeting slides: File size: 136 kB"처럼 해석하고 디스플레
이할 수 있는 통지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이해될 바와 같이, 수신지 사용자 통지는 통지 메시지 내에 포함
될 수 있다. 다르게는, 통지 메시지는, 수신지 클라이언트와 통신 시에 수신지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메시징 애
플리케이션(예컨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API)이 수신지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를 위해 적당한
수신지 사용자 통지를 형성하는 적당한 시그널링 정보를 구비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72>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로부터 통지 메시지를 수신한 후의 어느 때라도, 수신지(74)는 회의 서
버와 통신 세션을 확립함으로써 수신지 클라이언트(84)가 블록 100에 보인 것처럼 메시징 게이트웨이로부터 재
포맷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IS-136(TDMA), GSM, IS-95(CDMA), GPRS, EDGE, MBMS,
DVB(예컨대, DVB-T, DVB-H 등), CSD(Circuit Switched Data), HSCSD(High-Speed CSD)와 같은 다수의 다른 셀룰
러(예컨대, 1G, 2G, 2.5G, 3G 등) 통신 기법들 중의 어느 것, RF, BT, IrDA 및/또는 많은 다른 무선 및/또는
유선 네트워킹 기법들 이를테면

LAN 및/또는 WLAN 기법들과 같은 다수의 다른 단거리 통신 기법들 중의 어느

것을 포함하는 다수의 다른 전달(전송) 기법들 중의 어느 것에 따라서 통신 세션은 확립될 수 있다. 만약 그렇
게 소망된다면, 재포맷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에, 수신지 클라이언트(84)는 회의 서버와 보안 통신 세션,
이를테면 SSL(secure sockets layer) IP 세션을 추가로 확립할 수 있다.
<73>

수신지(74)가 회의 서버(25)와 통신 세션을 확립하고 난 후에, 수신지 클라이언트(84)는 회의 서버에 대해 수신
지를 식별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회의 서버에 수신지를 인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신지가 단
말(10)을 포함할 때, 수신지 클라이언트는 단말의 IMEI 코드를 사용하여 수신지를 식별하고, 그 후에 인증할 수
있다. 더 상세하게는, 수신지 클라이언트가 회의 서버와 통신 세션을 확립하고 난 후에, 회의 서버는 회의 서버
가 (예컨대, 메모리(39) 내의) 단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등록된 수신지들의 코드들과 일치시킬 수 있
는 단말의 IMEI 코드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 서버가 IMEI 코드에 맞는 저장된 코드를 단말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후, 회의 서버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는 단말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된 IMEI 코드에 연관되며 단말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수신지 주소를 페치할 수 있다.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트랜젝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트
랜젝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페치된 수신지 주소에 연관된 세션 인증 키 및 재포맷된 콘텐츠를 찾을 수 있
다. 그 다음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단말의 시그널링 동안 단말에 보내진 세션 인증 키에 관해 수신지 클라이언트
에 질의할 수 있다. 만일 단말로부터 그 후에 수신된 세션 인증 키가 트랜젝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찾은 세션
인증 키와 일치하면, 수신지는 인증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신지는 인가(승인)되지 않는다.

<74>

수신지(74)가 회의 서버(25) 및/또는 회의 서버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에 인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만일 수
신지가 회의 서버에 성공적으로 인증되면,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수신지의 주소에 의거하여, 특히 복수 개의 발
신지들(72) 및 수신지들 사이의 콘텐츠 전달을 메시징 게이트웨이가 지원할 때, 재포맷된 콘텐츠를 트랜젝션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할 수 있다. 수신지 클라이언트(84)는 수신지를 위해 의도된 재포맷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재포맷된 콘텐츠를 수신지의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수신지 클라이언
트에 의한 재포맷된 콘텐츠의 수신 하에,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트랜젝션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발신지,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발신지 클라이언트(78)에 콘텐츠의 배달 완료를 이를테면 통지 이메일 또는 SMS 메시지를 발신
지에 보내는 것에 의해 통지할 수 있지만 반드시 통지하지는 않는다. 부가하여, 올바로 이해될 것처럼,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콘텐츠 전달들의 로그를 유지할 수 있고, 그 후 그 로그는 콘텐츠 전달에 기초하여 발신지 및/또
는 수신지를 위해 빌링 정보를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다.

<75>

재포맷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난 후에, 콘텐츠는 많은 다른 방법들 중의 어느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점
에 있어서,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또는 수신지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은 콘텐츠
(압축되었다면)의 압축을 풀 수 있고, 수신지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콘텐츠가 SVG 포맷으로 재포맷되고 그 포맷이 예를 들면 페이지/페이지세트 키워드들을 이용하여 SVG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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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내의 페이지 수 매김을 허락하는 경우, 콘텐츠의 조각(들)의 모두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랜더링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포맷이 페이지 수 매김을 허락하지 않으면, 콘텐츠의 각 조각은 콘텐츠의 다른 조각들에 관해
서 콘텐츠의 각 조각에 의해 식별되는 순서에 따라서 랜더링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콘텐츠의 각 조각은, 압
축된 파일이 수신지의 메모리 내에 유지되는 콘텐츠의 조각들의 모두를 포함하게 하면서, 랜더링을 위해 일시적
으로 저장된다.
<76>

재포맷된 콘텐츠를 랜더링하는 외에 또는 대신에,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또는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은
콘텐츠를 하나 이상의 다른 기기에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신지 클라이언트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콘
텐츠를 하나 이상의 전자기기(35), 이를테면 프린터, 디지털 프로젝터 및/또는 다른 멀티미디어의 캡처링, 생성
및/또는 저장 기기들(예컨대, 다른 단말들)에 전달할 수 있다. 수신지(74)에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수신지 클라이언트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다른 세룰러 통신 기법들, 단거리 통신 기법들 및/
또는 다수의 다른 무선 및/또는 유선 네트워킹 기법들 중의 어느 것을 포함하는 다수의 다른 전달 기법들 중의
어느 것에 따라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 수신지 클라이언트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
법에 무관하게, 수신지 클라이언트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재포맷된 콘텐츠를 콘텐츠의 포맷을 해석할 수 있는
기기들에 전달할 수 있다. 대신에, 수신지 클라이언트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콘텐츠를 수신하는 기기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많은 다른 포맷들 중의 어느 것으로 콘텐츠를 다시 포맷할 수 있다.

<77>

본 발명의 추가 양태에 따라서, 발신지(72)와 수신지(74)는 발신지에 의해 송신되고 수신지에 의해 수신된 것과
같은 콘텐츠가 발신지 애플리케이션(76) 및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 둘 다에 의해 동시에 랜더링되어, 이를테
면 발신지 사용자 및 수신지 사용자 사이의 말(언어) 통신을 보강하는 식으로 회의에 참가하기를 소망한다. 그
래서, 수신지 클라이언트(84)가 재포맷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기 전 및/또는 후에, 회의 세션은 블록 102에 보
인 것처럼 회의 서버(25)의 회의 게이트웨이(82)를 경유하여 발신지 및 수신지 사이에 확립될 수 있다.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전형적인 실시예는 수신지 클라이언트가 재포맷된 콘텐츠를 메시징 게이트웨이(8
0)로부터 다운로드하고 난 후에 회의 세션이 확립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또는 대신에 회의 세
션이 확립되고 난 후에 이를테면 회의 세션 동안 콘텐츠가 발신지로부터 수신지에 송신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
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콘텐츠는 많은 다른 방법들 중의 어느 것으로, 이를테면 위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 세션 동안 송신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의 세션이 확립되기 전에 다중 페이지 콘텐츠
의 한 페이지가 발신지로부터 수신지에 메시징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여 송신될 수 있다. 그러면, 회의 세션
동안, 이를테면 발신지(회의 호스트로서 기능을 하는 것)가 다중 페이지 콘텐츠의 페이지들을 넘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페이지들을 랜더링하는 때에, 다중 페이지 콘텐츠의 다른 페이지들은 수신지에 유사하게 송신될 수
있다.

<78>

올바로 이해될 바와 같이,회의 세션은 많은 다른 방법들 중의 어느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신지
클라이언트(78)가 구성 매개변수들을 요구하고 수신함에 따라,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수신지(이전에 발신지 클라
이언트에 식별됨)와의 회의 세션에 발신지가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구성 매개변수를 수신할 수 있다. 그러면,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수신지를 위해 의도된 콘텐츠의 유용성을 통지하기 위해 수신지 클라이언트(84)에 시그널
링하는 외에, 메시징 게이트웨이(80)는 회의 게이트웨이 및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회의 세션에 들어가도록 하는
발신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통지하기 위해 회의 게이트웨이(82)와 수신지 클라이언트에 신호할 수도 있다. 만
일 수신지 클라이언트,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수신지 사용자가 발신지와의 회의 세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한다면, 통신 세션이 수신지 및 회의 서버 사이에 확립되고 난 후, 수신지 클라이언트는 발신지 클라이언트
의 요구에 대한 자신의 수락을 회의 게이트웨이에 통지할 수 있다.
<79>

그 다음, 발신지 클라이언트(78)가 콘텐츠를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에 전달한 후, 발신지 또는
회의 서버의 회의 게이트웨이(82)는 발신지와 회의 서버 사이의 통신 세션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르게는, 발신지
또는 회의 게이트웨이는 발신지 클라이언트와 회의 서버 사이에 이를테면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통신
세션을 대신 확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신지 클라이언트(84)가 콘텐츠를 다운로드 한 후, 수신지 또는 회
의 게이트웨이는 회의 서버와 수신지 사이에 통신 세션을 유지할 수 있다. 대신에, 수신지 또는 회의 서버는 회
의 서버와 수신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를테면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통신 세션을 확립할 수 있다. 그
러나, 발신지 및 회의 서버, 그리고 수신지 및 회의 서버 사이의 회의 세션들이 확립되는 방법들에 무관하게,
회의 게이트웨이는 발신지 클라이언트 및 회의 서버와, 수신지 클라이언트 및 회의 서버 사이의 통신 세션들을
가로질러 발신지(72)와 수신지(74) 사이의 회의 세션을 그 후에 확립할 수 있다.

<80>

회의 세션이 발신지(72)와 수신지(74) 사이에 회의 서버의 회의 게이트웨이(82)를 경유하여 확립되기 전 또는
후에, 회의 세션을 위한 호스트가 블록 104에 보인 것처럼 회의 참가자들 중에서 선택될 수 있고, 나머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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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 호스트는 많은 다른 방법들 중의 어느 것으로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시징 게이트웨이(80)가 수신지와의 회의 세션에 들어가라고 하는 발신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회의 게이트웨
이에 통지할 때 발신지는 디폴트로 호스트로서 선택될 수 있다. 대신에, 예를 들면, 회의 호스트로서 동작하라
는 요구를 회의 게이트웨이에 송신하는 회의 참가자들 중의 하나에 의해 회의 세션이 확립된 후에 발신지 또는
수신지는 회의 호스트로서 선택될 수 있다.
<81>

회의 호스트가 선택되는 방법에 무관하게, 블록 106에 보인 것처럼, 하나 이상의 제어 이벤트를 호스트 클라이
언트(예컨대, 발신지 클라이언트(78))는 송신할 수 있고, 회의 서버(25)의 회의 게이트웨이(82)는 수신할 수 있
다. 제어 이벤트들은 회의 구성원에 의한 콘텐츠의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어하는 다수의 다른 명령어들
중의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 이벤트들은 이를테면 위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콘텐츠(압축되
었다면)의 압축해제 및 회의 구성원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한 랜더링을 회의 구성원에게 지시하는 명령어들을
구비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신에, 제어 이벤트들은 이미 랜더링된 콘텐츠의 페이지 내에서 스크롤하며,
랜더링된 콘텐츠에 대한 커서 또는 다른 포인터를 이동시키고, 다수의 페이지들을 포함한 랜더링된 콘텐츠의 페
이지를 변경하고, 랜더링된 콘텐츠의 다른 관람 모드들 사이에서 토글하는 등을 회의 구성원에게 지시하는 명령
어들을 구비할 수 있다.

<82>

또한, 호스트 클라이언트(예컨대, 발신지 클라이언트(78))에 의해 송신되고 회의 게이트웨이(82)에 의해 수신되
는 제어 이벤트들은 다수의 다른 방법들 중의 어느 것으로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의 세션이 호스트와
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확립된 후, 제어 이벤트가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 할 것을 (만일 그 콘텐츠
가 디스플레이를 위해 미리 랜더링되어 있지 있다면) 회의 구성원,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
트(예컨대,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또는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고 있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
션(예컨대,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에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회의 세션 동안,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예컨대,
발신지 애플리케이션(76))은 호스트 및 회의 구성원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동기(동시)적인 방식으로 랜더
링되어 있는 콘텐츠인 디스플레이를 위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다.

<83>

도 9a에 보인 것처럼, 예를 들어,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을 가동하고 있는 이동 단말(10)을 포함하는 수신지
(74)를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회의 구성원과의 회의 세션의 호스트로서 기능하고 있는 발신지(72)가 발
신지 애플리케이션(76)을 가동하고 있는 컴퓨팅 시스템(24)을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또한, 발신지로부터
수신지에 전달되는 콘텐츠가 다중 페이지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추가로 발신지 애플리케이
션은 다중 페이지 콘텐츠의 하나 이상의 페이지를 랜더링할 능력이 있고, 발신지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콘텐츠
랜더링의 각종 양태들을 수신지와의 회의 세션 동안에 또한 수신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지시하기 위한 툴바
(116)를 제시하기 위해 호스트인 발신지의 클라이언트(78)와 통신을 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도 9b에서 더
상세히 보인 툴바는 다중 페이지 콘텐츠의 페이지들 사이의 항행을 지시하는 하나 이상의 선택가능 요소(118)를
구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툴바는 발신지 사용자가 콘텐츠의 특정 페이지를 랜더링하기 위해 발신지 애플
리케이션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콘텐츠 페이지들의 섬네일 랜더링을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의 페이지
정렬 뷰(120)를 랜더링할 것을 발신지 애플리케이션에 지시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요소(118a)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이 툴바는 콘텐츠의 첫 번째 페이지, 현재 랜더링되는 페이지 앞의 페이지, 현재 랜더
링되는 페이지 뒤의 페이지, 및/또는 콘텐츠의 마지막 페이지로 항행하기 위한 선택 가능 요소들(118b)을 구비
할 수 있다.

<84>

회의 세션의 과정 중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예컨대, 발신지 애플리케이션(76))은, 호스트(예컨대, 발신지
(72))에서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형(modify)하거나 그렇지 않
고 변경(alter)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테면 호스트 사용자(예컨대, 발신지 사용자)에 의해 지시될 수 있다. 도
9a와 9a를 다시 참조하면, 예를 들어, 콘텐츠를 랜더링하고 툴바(116)를 제시하는 발신지 애플리케이션은 다중
페이지 콘텐츠의 페이지들 사이를 항행하기 위해 툴바 상의 하나 이상의 선택가능한 요소(118)의 선택을 수신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신에, 예를 들면, 발신지 애플리케이션은 발신지 사용자로부터 발신지의 사용자 입
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발신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신되는 입력에 기초하여, 이를테면 랜더링된 콘텐츠에 대
해 커서 또는 다른 포인터를 지시하여 랜더링되는 콘텐츠의 페이지 내에서 줌, 팬(pan) 및/또는 스크롤하는 것
에 의해,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형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시될 수 있다. 그러나, 호스트에서 콘텐츠를 변형하거나
그렇지않고 변경하도록 지시된 방법에 무관하게, 호스트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콘텐츠의 랜
더링에 대해 행해진 변형을 나타내는 제어 이벤트들을 생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회의 세션의 참가자들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과 동일한 변형들을 만들도록 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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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애플리케이션에 지시하는데 제어 이벤트들은 후속하여 사용될 수 있다.
<85>

그래서, 제어 이벤트가 회의 서버(25)의 회의 게이트웨이(82)에서 회의 호스트 클라이언트(예컨대, 발신지 클라
이언트(78))로부터 수신된 후, 블록 108에 보인 것처럼, 회의 게이트웨이는 제어 이벤트를 회의 구성원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예컨대, 수신지 클라이언트(84))에 전달할 수 있다. 제어 이벤트의 수신
하에,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 및/또는 수신지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고 있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예컨대,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은, 블록 110에 보인 것처럼 제어 이벤트에 따라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 이벤트가 콘텐츠(압축되었다면)의 압축을 풀고 디스플레이를 위해 콘텐츠를 랜더링하게 하는 명령어
들을 포함하는 경우,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 및/또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은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
에 따라 콘텐츠를 (만일 압축되어있다면) 압축해제하고 그 콘텐츠를 디스플레이를 위해 랜더링할 수 있다. 대신
에, 예를 들면, 제어 이벤트가 이미 랜더링된 콘텐츠의 페이지 내에서의 스크롤, 랜더링된 콘텐츠에 대한 커서
또는 다른 포인터의 이동, 또는 다중 페이지들을 포함하는 랜더링된 콘텐츠의 페이지 변경을 위한 명령어들을
포함할 때,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 및/또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은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에 따라 개
별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다.

<86>

더 상세하게는, 제어 이벤트가 랜더링된 콘텐츠의 전체 페이지 뷰로 토글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경우, 회
의 구성원 클라이언트(예컨대,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또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예컨대, 수신지 애플
리케이션(86))은 그에 따라 제어 이벤트를 처리함으로써, 도 10a에 보인 것처럼, 전체 페이지가 랜더링되게 할
수 있다. 도 9로 가서, 예를 들면, 호스트인 발신지의 애플리케이션(76)은, 이를테면 콘텐츠의 패이지 정렬 뷰
(120)로부터 직접 페이지를 선택하는 것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의 전체 페이지 뷰를 랜더링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 발신지 애플리케이션(76)은 선택가능한 요소(118a)에 의하여 페이지 정렬 뷰를 랜더링하도록 지시될 수
있다. 대신에, 발신지 애플리케이션은 선택 가능한 요소들(118b) 중의 하나 이상에 의하여 다중 페이지 콘텐츠
의 페이지들을 통해 항행하는 것에 의해 전체 페이지 뷰를 랜더링하도록 지시될 수 있다. 어느 이벤트에서든,
전체 페이지 뷰를 랜더링하도록 지시된다면, 호스트인 발신지의 클라이언트(78)는 제어 이벤트들을 생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고, 그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할 수 있어, 회의 구성원의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은
콘텐츠의 전체 페이지를 유사하게 랜더링할 수 있게 된다.

<87>

제어 이벤트가 커서 또는 다른 포인터를 이동하라는 명령어를 포함할 때, 예를 들면,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
(예컨대,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또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예컨대,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은 그에
따라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랜더링된 콘텐츠에 대해 포인터를 이동시킬 수 있다. 도 9에 보인 예를 계속하면,
도 11에 보인 것처럼, 호스트인 발신지의 사용자는 호스트인 발신지의 애플리케이션(76)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
츠에 대해 커서 또는 다른 포인터(122a)의 이동을 이를테면 발신지의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지시할
수 있다. 포인터의 이동에 응답하여, 호스트인 발신지의 클라이언트(78)는 제어 이벤트들을 생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고, 그 제어 이벤트들을 전달할 수 있어, 포인터(122b)는 회의 구성원의 수신지 애플리케이
션(86)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에 대해 유사하게 이동될 수 있게 된다.

<88>

제어 이벤트가 랜더링된 콘텐츠의 뷰를 줌 및/또는 팬 하게 토글 하라는 명령어들을 포함할 때, 예를 들면, 회
의 구성원 클라이언트(예컨대,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또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예컨대, 수신지 애플
리케이션(86))은 그에 따라 제어 이벤트를 처리하여 도 10b에 보인 것처럼 랜더링된 콘텐츠를 지정된 계수만큼
줌하고 및/또는 랜더링된 콘텐츠 내에서 패닝(panning) 한다. 도 9에 보인 예를 다시 참조하면, 호스트인 발신
지의 사용자는, 호스트인 발신지의 애플리케이션(76)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에 대해 커서 또는 다른 포인터
(122a)의 이동을, 도 12에 보인 것처럼, 이를테면 발신지의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다시 지시할 수 있
다. 그러면 발신지 사용자는 랜더링된 콘텐츠의 일 부분(124), 이를테면 포인터에 관한 부분을 사용자 입력 인
터페이스에 의해 선택(일련의 동심원들로서 도시된 부분의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발신지 사용자가 랜더링
된 콘텐츠의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것에 응답하여, 호스트인 발신지의 클라이언트(78)는 발신지 사용자에 의해 선
택된 그 콘텐츠 부분을 패닝하기 위해 제어 이벤트들을 생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개
별 제어 이벤트들의 수신 하에, 회의 구성원의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은 발신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유사하
게 랜더링된 콘텐츠의 부분을 그에 따라 패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도 12에도 보인 것처럼, 이를테면 수신
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처리된 다른 제어 이벤트들에 따라서, 수신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랜더링되어 있는 패
닝된 부분에 대해, 포인터(122b)가 제시될 수 있다.

<89>

게다가, 제어 이벤트가 랜더링된 콘텐츠의 텍스트 랩(wrap) 뷰로 토글하라는 명령어를 포함할 때,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 및/또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은 제어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문서의 텍스트 콘텐
츠만이 디스플레이를 위해 랜더링되고 도 10c에 보인 것처럼 디스플레이 화면 폭을 감싸고 있게끔 콘텐츠를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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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링할 수 있다.
<90>

호스트(예컨대, 발신지(72)) 및 회의 구성원(예컨대, 수신지(74)) 사이의 회의 세션 동안, 블록 112에 보인 것
처럼, 부가적인 제어 이벤트들을 호스트 클라이언트(예컨대, 발신지 클라이언트(78))는 송신할 수 있고, 회의
서버(25)의 회의 게이트웨이(82)는 수신할 수 있다. 각각의 수신된 제어 이벤트에 대해, 회의 게이트웨이는, 앞
에서와 같이, 제어 이벤트를 회의 구성원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예컨대, 수신지 클라이
언트(84))에 전달할 수 있다(블록 108 참조). 다음에,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 및/또는 수신지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고 있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예컨대,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은 앞에서와 같이 제어 이벤트에 따
라서 콘텐츠를 랜더링할 수 있다(블록 110 참조).

<91>

호스트(예컨대, 발신지(72)) 및 회의 구성원(예컨대, 수신지(74)) 사이의 회의 세션은 호스트 클라이언트(예컨
대, 발신지 클라이언트(78))에 의해 송신된 마지막 제어 이벤트가 회의 서버(25)의 회의 게이트웨이(82)에 의해
수신된 후에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다. 개별 제어 이벤트에 따라서 콘텐츠를 랜더링하기 위해 마지막 제어 이
벤트가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예컨대,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또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예컨대, 수
신지 애플리케이션(86))에 의해 처리된 후의 어떤 시점에, 호스트 및/또는 회의 구성원은 회의 세션을 끝내는
것을 소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블록 114에 보인 것처럼, 호스트 및/또는 회의 구성원은 회의 세션
을 닫을 수 있다. 그러면, 회의 세션을 닫는 것은 호스트 및 회의 서버 사이에, 그리고 회의 서버 및 수신지 사
이에 이전에 확립된 통신 세션들을 닫을 수 있다.

<92>

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의 세션은 회의 호스트(예컨대, 발신지(72))와 단일의 회의 구성원
(예컨대, 수신지(74))을 구비한다. 그러나, 회의 세션이 다수의 부가적인 회의 참가자들, 전형적으로는 부가적
인 수신지들을 포함할 수 있고 종종 포함할 것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회의 세션은
호스트와 복수의 회의 구성원들을 포함한다. 하나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예를 들면, 호스트는 고정 네트워크
환경의 컴퓨팅 시스템(24)과 같은 발신지(72)를 포함한다. 그러면, 전형적인 실시예의 회의 구성원들은 적어도
하나가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단말(10)인 수신지(74)들을 포함한다. 또한, 수신지들 중의 하나 이상은
다른 컴퓨팅 시스템을 또한 고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포함할 수 있다.

<93>

올바로 이해될 바와 같이, 회의 세션의 호스트는 회의 세션 전 및/또는 동안에 한 번 이상 선택될 수 있다. 그
래서, 발신지(72)가 회의 세션 호스트로서 초기에 선택될 수 있는 반면에, 회의 세션 동안의 어떤 시점에, 호스
트는 수신지(74)가 되도록 재선택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신지는 호스트가 되고 발신지는 회의 구성
원이 되는데, 제어 이벤트들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호스트와 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송
신되고 수신된다. 또한 회의 세션 동안, 호스트는 다시 다른 수신지가 되기 위해 재선택될 수 있거나, 다시 발
신지가 되도록 재선택될 수도 있다.

<94>

또한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의 호스트는 회의 세션 동안 회의 구성원에서의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한다.
그러나, 회의 구성원 그들 자신들은 콘텐츠의 국소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올바
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예컨대,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또는 회의 구성원 애
플리케이션(예컨대,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은 콘텐츠의 랜더링을 지시하는 제어 이벤트와는 독립적으로 콘텐
츠를 랜더링할 수 있거나 또는 랜더링하도록(예컨대, 회의 구성원 사용자에 의해) 지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의 구성원 클라이언트(예컨대, 수신지 클라이언트(84)) 및/또는 회의 구성원 애플리케이션(예컨대, 수신지 애
플리케이션(86))은 제어 이벤트와는 독립적으로 콘텐츠의 랜더링을 변형 또는 그렇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될 수 있다.

<95>

다시 도 9의 예로 잠시 돌아가서, 호스트인 발신지의 애플리케이션(76)이 랜더링된 콘텐츠의 전체 페이지 뷰를
랜더링하고 있고 호스트인 발신지의 사용자는 도 13에 보인 것처럼 랜더링된 콘텐츠에 대해 포인터(122a)의 이
동을 지시하고 있거나 또는 지시받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 경우에, 회의 구성원인 수신지의 애플리케이션(8
6)은 콘텐츠의 전체 페이지를 비슷하게 랜더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포인터(122b)는 회의 구성원인 수신지의
애플리케이션(86)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에 대해 이동될 수 있다. 또한 그런 경우에, 수신지 사용자는 수신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의 일 부분을 이를테면 수신지(74)의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선택
할 수 있다. 콘텐츠의 일 부분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수신지 사용자는, 호스트인 발신지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
터의 제어 이벤트들과는 독립적으로 지시되고 있는 수신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 내에서의 줌
및/또는 패닝을 수신지 애플리케이션에 지시할 수 있다.

<96>

부가적으로,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는

수신지(74)에

신호

(signaling)함으로써 수신지에 수신지를 위해 의도된 콘텐츠의 유용성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면, 신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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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답하여, 수신지 클라이언트(82)는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수신지 사용자를 프롬프트하는 통지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수신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일 없이, 콘텐츠를 메시
징 게이트웨이는 송신할 수 있거나 또는 수신지 클라이언트는 검색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어야 한
다. 그런 경우에, 수신지 클라이언트는, 수신지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요구하는 일 없이,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입
력을

수신하는 일 없이, 메시징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을 개시하여 메시징 게이트웨이에 의해 신호되고 있음에

의거하여 콘텐츠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게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올바로 이해될 바와
같이, 그러한 콘텐츠 배달은 수신지 클라이언트가 콘텐츠를 백그라운드로 다운로드하고 콘텐츠가 수신지에 성공
적으로 다운로드된 후에 수신지에 경보를 발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배달과 닮았을 수 있다.
<97>

여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콘텐츠는 발신지(72)에 의해 재포맷되고,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에
전달되며, 그 다음에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콘텐츠를 수신지(74)에 전달한다. 그러나, 메시징 게이트웨이가 콘텐
츠의 후처리 및 수신지로의 배달을 다루는 일 없이, 대신에 콘텐츠는 발신지 클라이언트(78) 및 수신지 클라이
언트(84) 사이에서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콘텐츠는 세션 개시 프로토콜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에 따라서 발신지 및 수신지 사이에 전달될 수 있다. 대신에, SIP에 따라
서,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메시징 게이트웨이에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고,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통지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고, 수신지 클라이언트는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이해될 바와 같이, 수신지
주소는 수신지의 SIP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98>

게다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발신지(72)와 수신지(74)는 발신지에 의해 송신되고 수신지에 의해 수신된
것과 같은 콘텐츠가 발신지 애플리케이션(76) 및 수신지 애플리케이션(86) 둘 다에 의해 동시에 랜더링되는 회
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신지가 재포맷된 콘텐츠를 메시징 게이트웨이(80)로부터 다운로드할 때, 그 콘
텐츠가 발신지에 의해 저장된 콘텐츠로부터 재포맷되어 있다면, 발신지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는 발신지에 의
해 저장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 수신지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는 수신지에 의해 다운로드된 재포맷
된 콘텐츠를 전형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발신지,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발신지 클라이
언트(78)가 콘텐츠를 재포맷할 수 있으면, 발신지에 의해 랜더링된 콘텐츠는, 만약 그렇게 소망된다면, 수신지
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재포맷된 콘텐츠를 대신 랜더링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발신지는 수
신지에서 재포맷된 콘텐츠의 랜더링을 더 구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99>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모바일 미팅"의 경우를 검토한다. 그런 경우에, 수신지(74)는 사
용자의 사무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 모바일 사용자
의 이동 단말(10)을 포함한다고 간주한다. 비즈니스 미팅에 온전히 참가하기 위해, 모바일 사용자는 미팅에 참
석해 있는 다른 미팅 참석자들과 동일한 미팅 자료(즉,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바
일 사용자는 사무실에 있는 미팅 주최자에게 미팅 자료의 디지털 인쇄출력을 그의 이동 단말에 송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즉, 발신지(72))를 가동하고 있는 미팅 주최자는 발신지 클라이언트를 이
용하여 콘텐츠를 인쇄하여 미팅 자료를 벡터화된 포맷(예컨대, SVG)으로 포맷하고, 그 후에 그 자료는 발신지
클라이언트에 의해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를 경유하여 모바일 사용자의 이동 단말에 송신된다.

<10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회의 주최자는 평소대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인쇄하는 것에 의해 미팅 자료를
재포맷하고 송신할 수 있지만, 미팅 자료를 종이 프린터에 향하게 하는 대신에, 회의 주최자는 프린터 드라이버
를 포함하는 발신지 클라이언트(78)를 선택한다. 미팅 자료를 발신지 클라이언트의 프린터 드라이버에 인쇄하는
것에 의해, 회의 주최자는 미팅 자료의 디지털 인쇄출력이 모바일 사용자의 이동 단말(10)에 벡터화된 포맷으로
배달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미팅 자료를 다운로드 한 후, 미팅 주최자는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
(80)를 통해, 원격으로 이동 단말이 이동 단말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미팅 자료를 랜더링하게 할 수 있고
그 미팅 자료를 상세히 그리고 다른 미팅 참가자들과의 회의 호(call)에 참가하면서 다른 미팅 참가자들과 동시
적인 방식의 줌인, 패닝, 스크롤 및/또는 관람(view)을 하게 할 수 있다.

<101>

본 발명의 이점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 공유된 콘텐츠가 셀룰러 음성 호를 강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풍
부한 호(rich call)"의 경우를 검토한다. 이 경우, 개인용 컴퓨터(PC)(즉, 발신지(72)) 사용자는 모바일 사용자
와 어떤 주제를 전화기를 통해 논의하기를 소망하고, 전화 호 동안 모바일 사용자와의 공통의 참조로서 일부 콘
텐츠를 공유하기를 소망한다. PC 사용자는 PC를 작동시켜 프린터 드라이버 발신지 클라이언트(78)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인쇄할 수 있는데, 프린터 드라이버 발신지 클라이언트는 PC 사용자가 주소지정 정보(예컨대, 오동 전
화 번호)를 추가하고 모바일 사용자에게 부가적인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을 허락한다. 콘텐츠를 모바일
사용자의 이동 단말(10)(즉, 수신지(74))에 전달하기 전에, 회의 서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통지 메시지를 송신하여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발신지, 크기 및 이름을 보이게 하고, 모바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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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다운로드와 그 동작의 삭제를 프롬프트한다. 모바일 사용자가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다운로드한 후, 메시징
게이트웨이는 콘텐츠가 배달 완료되었음을 발신지에 통지할 수 있다. 콘텐츠 배달 통지의 수신 하에, 발신지는
이동 단말에 의한 콘텐츠의 랜더링을 회의 서버의 회의 게이트웨이(82)를 통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지시하면서,
발신지는 당사자들이 전화 호에 참가하면서 그 전화 호 동안에 공통 자료를 공유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모바일 사용자를 호출할 수 있다.
<102>

인정될 바와 같이, 콘텐츠를 발신지 및 수신지 사용자들 간에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외에도, 본 발명의 실
시예들은 기계-대-인간 통신 및 서비스들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발신지 클라이언트(78)와 회의 서
버(25)의 메시징 게이트웨이(80)는 모바일 사용자들이 그들의 단말(즉, 수신지)에 "인쇄되는" 부착물들을 가지
는 것에 의해 이메일 부착물들(즉,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에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SAP, 오라클 등에 의해 제공되는 것들과 같은 백오피스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바일
사용자에 의해 요구될 때 문서들을 이동 단말들(예컨대, 수신지들)에 "인쇄"하는데 발신지 클라이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3>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본 발명의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분, 회의 서버(25), 발신지(72) 및/또는 수신
지(74)의 그러한 전부 또는 일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예컨대, 발신지 애플리케이션(76),
발신지 클라이언트(78), 메시징 게이트웨이(80), 회의 게이트웨이(82), 수신지 클라이언트(84), 수신지 애플리
케이션(86) 등)의 제어 하에 동작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방법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
은 비휘발성 저장 매체와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그리고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에 삽입된 일련
의 컴퓨터 명령어들과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코드 부분들을 포함한다.

<104>

이 점에 있어서, 도 5a와 5b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들, 시스템들 및 프로그램 생성물들의 흐름도들이다. 이 흐
름도들의 각 블록 또는 단계, 그리고 이 흐름도들의 블록들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들에 의해 구현
될 수 있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들은 머신을 생성하도록 컴퓨터 또는 다른 프로그램가능 장치에 로드
될 수 있어, 컴퓨터 또는 다른 프로그램가능 장치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은 흐름도들의 블록(들) 또는 단계
(들)에서 지정된 기능들을 이행하는 수단을 만들게 된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들은 컴퓨터 또는 다른 프
로그램가능 장치를 특정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 메모리에 저장될 수도 있어, 컴
퓨터 판독가능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들은 흐름도들의 블록(들) 또는 단계(들)에서 지정된 기능을 이행하는 명
령어 수단을 구비하는 제품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들은 컴퓨터 또는 다른 프로그램가
능 장치에 로드되어 일련의 동작 단계들이 컴퓨터 이행 프로세스를 생성하도록 상기 컴퓨터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가능 장치에서 수행되어, 상기 컴퓨터 또는 다른 프로그램가능 장치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은 흐름도들의 블록
(들) 또는 단계(들)에서 지정된 기능들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05>

따라서, 이 흐름도들의 블록들 및 단계들은 지정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들의 조합들, 지정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들의 조합들 그리고 지정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어 수단을 지원한다. 이
흐름도들의 각 블록 또는 단계, 그리고 이 흐름도들의 블록들 또는 단계들의 조합들은, 지정된 기능들 또는 단
계들, 또는 특수 목적 하드웨어 및 컴퓨터 명령어들의 조합들을 수행하는 특수 목적 하드웨어 기반 컴퓨터 시스
템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될 것이다.

<106>

본 발명의 많은 변형들 및 다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이 관련되는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에게 전술한 설명 및 관
련 도면들에서 제시된 가르침의 이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개시된 특정 실시예들로 한정
되지 않는다는 것과 변형들 및 다른 실시예들이 첨부의 청구항들의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의도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비록 특정 용어들이 여기에서 사용되지만, 그것들은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견지에서만 사용되고 제한
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20>

이와 같이 일반적인 어구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축척으로 그려질 필요는 없는 다음의 첨부 도면들이 이제
참조될 것이다:

<2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인 한 유형의 단말 및 시스템의 블록도이며;

<22>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단말, 컴퓨팅 시스템 및/또는 회의 서버로서 동작할 수 있는 엔티티의 개략
적인 블록도이며;

<23>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동국을 포함하는 단말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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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 4는 콘텐츠를 메시징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신지에 전달하고 그 후에 그 콘텐츠의 랜더링을 포함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발신지의 기능 블록도이며;

<25>

도 5a와 도 5b는 콘텐츠를 발신지로부터 하나 이상의 수신지에 전달하고 발신지 및/또는 수신지(들)에서의 그런
콘텐츠의 랜더링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어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방법의 각종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들이며;

<26>

도 6은 콘텐츠를 수신지에 전달할 때에 발신지 클라이언트에 의해 제시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
는 대화상자를 도시하며;

<27>

도 7은 콘텐츠를 수신지에 전달하는 동작을 위해 발신지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때에 제시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대화상자를 도시하며;

<28>

도 8은 수신지에 제시되는 통지 메시지로서, 수신지를 위해 의도된 콘텐츠의 유용성을 수신지에 통지하는 본 발
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통지 메시지를 도시하며;

<29>

도 9a와 도 9b는 호스트, 발신지 및 회의 구성원, 수신지에 의해 회의 세션 동안 제시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에 따르는 예시적인 디스플레이들을 도시하며;

<30>

도 10a, 10b 및 10c는 수신지로의 콘텐츠의 전달 후에 수신지에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는 다른 관람 모드들을 도시하며;

<31>

도 11, 12 및 13은 호스트, 발신지 및 회의 구성원, 수신지에 의해 도 9의 회의 세션 동안에 제시되는 본 발명
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추가의 예시적인 디스플레이들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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